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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교(連翹, Fructus Forsythiae)는 물푸 나무과(Oleaceae)에 

속하는 개나리의 열매로 우리나라 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가을

에 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 사용하며1), 한방에서 종

창, 임질, 통경, 이뇨, 치질, 결핵, 나력, 옴, 해독 등의 치료에 

리 사용되고 있다2)
. 연교의 함유 성분으로는 lignans, lignan 

glucosides, flavonoid  3,4-dihydroxyphenethyl alcohol의 

caffeoyl glycoside 등이 있으며, 약리작용으로 항균3), 항염증4), 

압강하5), 항산화 작용6-8)이 보고되었고, 자 등은 연교 메탄올 

추출물이 인체 멜라닌세포주인 HM3KO 세포의 tyrosinase 활성

을 억제함을 보고하 다9).

    멜라닌은 멜라닌세포에서 합성되는 색소 합체로서 수상돌

기를 통하여 표피의 각질화세포로 이동되어 피부의 색을 나타내

며10,11), 그 외에도 피부 보호, 독성물질의 흡착, 배아 발생 시 신경

계통의 발달에 여하는 등 여러 가지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12).

    멜라닌 합성은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과정으로 많은 유

자가 여하며, 포유동물의 경우 약 80개 이상의 유 자가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tyrosinase 유 자 family는 멜라닌 합성 조 에 추 인 역할

을 하고 있다13). 멜라닌은 갈색 는 검은색을 띄는 eumelanin과 

붉은색 는 노란색을 띄는 pheomelanin의 2종류가 있으며14),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TRP-1)  tyrosinase-related protein(TRP- 2) 등 일련의 

효소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15). 

    한 멜라닌의 합성은 여러가지 사이토카인,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MSH), 

cyclic AMP (cAMP) 유도물질인 cholera toxin과 forskolin, 

melanocyte gene expression factor인 MITF 등에 의해서 조 되

는데, 최근 cAMP pathway는 melanogenic enzymes의 활성과 

발 에 추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체 멜라닌 세포주인 HM3KO 세포에서 

tyrosinase, TRP-1 단백질  tyrosinase 유 자 발 , 세포 내 

cAMP 변화 등 연교 메탄올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기 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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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시료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연교는 시  건재약국에서 구입하 으며, 

연교 100 g에 MeOH 1 ℓ를 혼합하고 6시간 동안 실온에서 음

로 분쇄한 후 거즈로 여과하 다. 여과된 연교 추출물은 원심

분리기로 추출액을 분리하여 상온에서 감압농축기(rotary 

evaporator)로 농축하여 15.78 g(수득률: 15.78%)의 추출물을 얻

었다. 연교 메탄올추출물 시료는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Chemical Co., USA)에 녹인 후 사용하 다.

 

2. 세포주 배양

    인체 멜라닌 세포주(human melanoma cell line)인 HM3KO 

세포는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아 CO2 배양기(37℃, 5%)에

서 10% FBS가 포함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하 으며, 

약 48시간 주기로 배양액을 교체하여 주었다.

3. 세포내 멜라닌 정량(melanin contents) 측정

    멜라닌 정량은 Hosoi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 

배양세포를 분리하여  PBS로 세척한 후 각 군당 1×106개 세포를 

수확하여 세포용해액(lysis buffer; 1% Triton X-100, 10 mM 

sodium phosphate, pH 7.0)으로 세포를 용해하고 원심분리하여 

멜라닌을 분리하 다. Acid-insoluble material을 얻기 해 10%

의 dimethyl sulfoxide(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에 8

0℃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여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4. 세포내 tyrosinase activity 측정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등19)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배양이 끝난 후 세포용해액(lysis buffer; 1% Triton 

X-100, 10 mM sodium phosphate, pH 7.0, 0.1 mM PMSF)으로 

4℃에서 30분간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세포를 괴시킨 후 이를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tyrosinase 활성측정용액으로 사용

하 다. 100 mM sodium phosphate(pH 7.0, 100 ㎕)와 100 mM 

catechol(50 ㎕)를 넣고 온도조 장치가 있는 분 도계로 37℃, 

405 nm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흡 도의 변화를 찰하 다.

5. Western blot 분석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한 다음 세포를 회

수하여 단백질을 정제하 다. HM3KO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4℃에서 30분 동안 세포용해액(Nonidet P-40, sodium dodecyl 

sulphate, 0.1 M Tris-Hcl, pH 7.2, 0.1M PMSF, 10 ㎍/㎖ 

aprotinin, 10 ㎍/㎖ leupeptin)으로 용해시킨 후 13,000 rpm(4℃, 

30분)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Protein은 Bradford 

assay로 정량하 고, BSA로 표 곡선을 만들어 단백질 양을 계

산하 다. 50 ㎍ 단백질에 2×sample buffer(1.0 ㎖ glycerol, 0.5 

㎖ β-mercaptoethanol, 3.0 ㎖ 10% SDS, 1.25 ㎖ 1.0 M Tris-Hcl, 

1 to 2 ㎎ bromophenol blue)를 가하여 7.5%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P1, 100 V, 400 mA(Electrophoresis 

Power Supply)로 2시간 기 동하 다. Gel 상에 분리된 단백

질은 60 V에서 3시간 동안  nitroceullose membrane에 이시키

고, 실온에서 blocking buffer(5% skimmilk/TBST)로 3시간 처리

하 다. Tyrosinase, TRP-1 그리고 TRP-2 antibody(Santa Cruz)

는 각각 1:500으로 희석하여 3시간 처리하여 TBST buffer로 3회 

세척하고 1:1,000으로 희석시킨 secondary antibody(Amersham, 

USA)을 1시간 반 동안 처리하 다. 3회 세척한 다음 Amersham 

ECL system으로 반응시켜 ChemiDoc에서 band를 확인하 다. 

6. 역 사- 합효소 연쇄반응(RT-PCR)

    HM3KO 세포 내 체 RNA는 easy-BlueTM(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 추출한 RNA를 

Oligo d(T)16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이용하여 역

사(reverse transcription) 반응으로 cDNA를 합성한 후 i-Master 

mix PCR kit(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

다. PCR에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tyrosinase forward 

5'-CATTTTTGATTTGAGTGTTCT-3'; reverse 5'-TGTGGTAGTC 

GTCTTTGTCCC-3'; TRP-1 forward 5'-CTTTCTCCCTTCCTTA 

CTGG-3'; reverse 5'-TGGCTTCATTCTTGGTGCTT-3'; TRP-2 

forward 5'-TGAGAAGAAACAAAGTAGGCAGAA-3'; reverse 

5'-CAACCCCAAGAGCAAGACGAAAGC-3'; actin forward 5'- 

TCAGAAGGACTCCTATGTGG-3'; reverse 5'-TCTCTTTGATGT 

CAGCACG-3'.  각각의 cDNA 증폭은 RNA 2 ㎍ 을 사용하 으

며,  94℃에서 20 , 55℃에서 10 , 72℃에서 50 로 총 35회 증

폭을 시행하 다. 반응액은 2% agarose gel에서 기 동을 시행

하 으며,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 다.

 

7. cAMP 농도 측정

   cAMP 농도는 Cui-X 등20)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HM3KO 세포에 시료를 150 ㎍/㎖ 농도로 처리한 후 PBS로 세

척하고, 4℃에서 세포용해액(Nonidet P-40, sodium dodecyl 

sulphate, 0.1 M Tris-Hcl, pH 7.2, 0.1 M PMSF, 10 ㎍/㎖ 

aprotinin, 10 ㎍/㎖ leupeptin)으로 세포를 용해시킨 후 4℃,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Protein은 Bradford assay로 정량하 고, BSA로 표 곡선을 만

들어 단백질 양을 계산하 다. 각 sample(25 ㎍)을 

polypropylene tube로 옮겨 water-saturated ether(300 ㎕)로 3번 

씻어낸 후 speedVac concentrator로 건조시켰다. Standards와 각 

sample에 50 mM sodium acetate buffer(pH 4.8, 100 ㎕)를 첨가

하고 acetic anhydride 와 triethylamine(1:2, 5 ㎕)로 아세틸화시

키고, cAMP antiserum(100 ㎕)과 I125로 표지된 항원(100 ㎕)으

로 4℃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Charcoal 1 ㎖을 첨가하고 

4℃, 35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MINAXI γ에서 

측정하 다.  

8. 통계학  분석

    실험결과는 mean±S.D.로 표시하 다. 각 군 간의 통계  유

의성에 한 검증은 one-way ANOVA test을 이용하 으며,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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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1 이하인 경우 유의성을 인정하 다.

결    과

1.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

    HM3KO 세포에서 연교 추출물의 멜라닌 합성 억제 작용을 

확인하기 하여 시료를 3일간 처리한 후 세포내 멜라닌 양을 측

정한 결과, 연교 추출물 50, 100, 150 ㎍/㎖ 농도에서 각각 

66.7±15%, 56.1±16.3%, 58.8±14.7%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멜라닌 양이 감소되었다(Fig. 1). 

    한 멜라닌 합성의 속도조  효소인 tyrosin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연교 추출물 50, 100, 150 ㎍/㎖ 처리군에서 

각각 조군의 71.9±8.2%, 65.8±3.3%, 66.9±6.8%로 유의하게 감

소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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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melanin contents. 
HM3KO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for 3 days.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five determinations.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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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tyrosinase activity in 

HM3KO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Forsythiae Fructus in HM3KO cells for 3 days.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five 

determinations. * p<0.01

2. 멜라닌합성 련 효소의 단백질 발

    연교 추출물을 처리하고 HM3KO 세포 내 tyrosinase 단백질 

발 을 측정한 결과, 50, 100, 150 ㎍/㎖ 군에서 처리 농도에 비

례하여 감소하 으며, 각각 조군의 77±3.9%, 69.1±0.8%,  

65.6±3.2%로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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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expression level of 

tyrosinase protein. HM3KO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for 3 days. Representative Western blotting (A) analysis 

densitometric quantification (B)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in HM3KO cells.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three determinations. * p<0.01

    한 TRP-1 단백질 발 을 조사한 결과 연교 추출물 50 ㎍/

㎖, 100 ㎍/㎖, 150 ㎍/㎖ 농도에서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

하 으며, 조군에 비하여 각각 72.9±8.5%, 63.3±6.2%,  

54.1±5.3%로 나타났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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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expression level of 

TRP-1 protein. HM3KO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for 3 days. Representative Western blotting (A) analysis 

densitometric quantification (B)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in HM3KO cells.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three determinations. * p<0.01

3. Tyrosinase mRNA 발

    연교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는 이들이 tyrosinase 

유 자 발 을 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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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효소 연쇄반응(RT-PCR)으로 tyrosinase mRNA의 발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 50, 100, 150 ㎍/㎖ 농도에서 각각 

조군에 비하여 75.3%, 65%, 56%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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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tyrosinase mRNA 

gene expression in HM3KO cells. HM3KO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for 3 days. Representative RT-PCR (A) 

analysis densitometric quantification (B)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in HM3KO 

cells.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4. 세포 내 cAMP 변화

    HM3KO 세포에 연교 추출물을 150 ㎍/㎖ 농도로 처리하고 

3분, 5분, 10분, 20분 후 세포 내 cAMP 농도를 조사하 다. 조

군의 cAMP 농도는 0.023 ρmol/㎍ 으며, 연교 추출물 처리 3분 

후에 0.008 ρmol/㎍로 크게 감소하 고, 20분에 0.020 ρmol/㎍

로 cAMP 농도가 다시 회복함을 알 수 있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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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on cAMP efflux. HM3KO 
cells were treated with 150 ㎍/㎖ concentration of Forsythiae Fructus extract for 

several minutes. Data are expressed as cAMP efflux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three determinations. * p<0.01

고    찰

    연교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는 lignan류(phillygenin, 

pinoresinol, arctigenin, matairesinol), lignan glucoside류

(phillyrin, pinoresinol-D-glucose, arctin, matairesinoside), 

flavonoid(rutin)  3,4-dihydroxyphenethyl alcohol의 caffeoyl 

glycoside류(forsythiaside, acteoside, suspensaside  

hydroxyacteoside) 등이 있다1-7)
. 지 까지 연교의 생리활성 작용

에 한 연구로는 주로 estrogen과 유사하거나 반 되는 성질을 

보이며 in vitro에서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에 phillyrin은 압강하작용, pinoresinol과 

pinoresinol-D-glucoside은 cAMP-phosphodiesterase 활성억제 

 압강하작용5)
, phenylpropanoid glycosides는 항균작용, 3β

-acetoxy-20,25-ep oxydammarane-24-ol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4)
. 연교 추출물을 포함한 생약추출물과 향료를 

포함하는 여드름 는 염증방지용 화장품 조성물이 개시된 바 

있으며, 자 등은 연교 메탄올 추출물이 인체 멜라닌세포주인 

HM3KO 세포의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함을 보고하 다9).

    멜라닌 합성 조 에 추 인 역할을 하고 있는 tyrosinase 

유 자 family는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TRP-1)  

tyrosinase-related protein(TRP- 2)로 이들  tyrosinase는 멜라

닌 생성과정의 속도조  효소로서 처음 두 단계의 반응에 여

하며21), TRP-2는 DOPAchrome을 DHICA로, TRP-1은 DHICA를 

indole -5,6-carboxylic acid로 환시키는데 여하고 있다22-24). 

본 연구에서 연교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작용을 확인한 결

과, HM3KO 세포의 tyrosinase 효소활성을 유의하게 억제하

고, 이와 유사하게 멜라닌의 멜라닌 합성을 효과 으로 감소시켰

다(Fig. 1 & 2).

    아직까지 인체 피부에서 TRP-1, TRP-2와 같은 몇몇 다른 단

백질의 발 과 그들의 기능은 명백히 밝 지지 않았으나25), 

Commo(2004) 등은 Human eumelanin hair bulbs의 멜라닌세포

에서 tyrosinase와 TRP-1이 검출된 반면에 TRP-2는 검출되지 않

았는데 이는 TRP-2 유 자 발 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26)
. 

한편 Wu와 Park(2003) 등은 인체 멜라닌세포에서 PKC-β가 

tyrosinase와 TRP-1사이의 복합체 형성을 유도하고 이 복합체에 

의해 tyrosinase의 활성화가 유도된 것이라고 하 다27)
.  

dbcAMP와 멜라닌생성 유도물질(melanogenic agents)은 

tyrosinase 활성과 TRP-1 합성을 증가시키지만28), TRP-2와 멜라

닌합성 사이의 계는 아직 밝 지지 않았으며, DHICA의 

polymerization이나 decarboxylation, oxidation을 억제하는 차단

인자(blocking factors)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 다29)
. 

    본 실험 결과에서 tyrosinase와 TRP-1 단백질의 발 은 연교 

추출물에 의해 감소하 으나(Fig. 3 & 4), TRP-2는 검출되지 않

았다. 따라서 tyrosinase와 TRP-1 발 의 감소는 tyrosinase와 

TRP-1 복합체 형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과 으로 tyrosinase의 

활성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에 따른 피부노화로 인해 생긴 색소침착의 가장 공통

인 유형은 노인흑색 (lentigo senilis)으로, 최근 면역조직화학법

과 역 사 합효소 연쇄반응(RT-PCR)에 의해 노인흑색  부

에서 tyrosinase의 단백질과 mRNA 발 이 높게 나타났다30). 따

라서 본 실험에서 연교 추출물이 tyrosinase 유 자의 발 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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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조사하기 하여 tyrosinase 유 자에 특이 인 primer

를 이용하여 mRNA의 발 을 분석한 결과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Fig. 5). 

    최근 멜라닌 합성을 조 하는 세포 내 신호 달에 있어서 

cAMP 경로가 핵심 인 조  기 임이 보고되고 있다16,17,31,32)
. 이

때 신호 달은 첫째, 외부 자극에 의해 cAMP 농도가 증가하고 

PKA 활성화와 cAMP 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 활성

을 거쳐 tyrosinase의 사가 증가되며 둘째, PKA에 의해 TRP-1

과 TRP-2 진자가 활성화되고 셋째, 세포 내에 증가된 cAMP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인 p44MAPK,를 자극하여 

AP-1 활성을 거쳐 tyrosinase 발 을 증가시키며 넷째, 

phosphatidylinositol 3-kinase와 p70S6-kinase의 활성을 억제하

여 tyrosinase 발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5). 본 실

험에서도 cAMP radioimmuno assay을 통해 연교 추출물의 효과

를 찰한 결과 HM3KO세포 내 cAMP 농도가 크게 감소하 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Fig. 10). 따

라서 연교 추출물은 cAMP 의존형 신호 달경로를 억제함으로

서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연교 추출물은 피부 멜라닌세포의 세포 내 

cAMP 생성과 tyrosinase mRNA 사를 억제함으로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이 감소되었으며, cAMP-의존  

경로에 작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    론 

    연교(Fructus Forsythiae)의 항균, 항염, 압강하 작용은 잘 

알려져 있으나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거의 보

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인체 멜라닌세포주인 HM3KO세포를 

이용하여 연교의 멜라닌 합성 억제 기 을 조사하 다. 연교 추

출물은  HM3KO세포의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 고, 멜라닌 합성

의 감소는 tyrosinase의 활성과 단백질  mRNA의 감소를 동반

하 다. 한 TRP-1의 단백질 발 은 억제하 으나 TRP-2는 발

되지 않았으며, 연교 추출물 처리 시 세포 내 cAMP의 농도가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 연교 추출물은 피부 멜라닌세포의 세

포 내 cAMP 생성과 tyrosinase mRNA 사를 억제함으로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이 감소되었으며, cAMP-의존  

경로에 작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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