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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한 꾸지뽕나무(柘木) 
Maclura tricuspidata Carrière [=Cudrania tricuspidata 
(Carrière) Bureau ex Lavallée]의 열매를 ‘柘樹果實’이라 하며 
淸熱凉血 舒筋活絡을 목적으로 응용하였다1). 최근 연구에 따르면 
꾸지뽕나무 추출물은 항암2,3), 항염증4), 항산화5,6) 효과와 더불어 산
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병증을 감소7)시키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柘木의 잎, 뿌리, 줄기, 열매에서 추출한 
prenylated xanthones, phenolic acids, and flavonoids 등의 
성분들은 항암8), 항산화9-11), 항균12), 신경세포·간세포·위장관 보호 
효과13-15)와 더불어 제2형 당뇨, 암, HIV와 관련이 있는 α
-glucosidase억제 효과16)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꾸지뽕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4'-O-methylalpinumisoflavone 
(OMAI)은 monoamine oxidase(MAO) 활성 억제 효과17), microglial 
cells에서의 LPS로 유도된 NF-κB 활성화 및 MAPK 인산화 억제

에 따른 항염증 효과18)가 보고 된 바 있으며, OMAI이 Akt 인산화
와 무관하게 NK-κB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27-hydroxycholesterol
로 유도된 monocytes/macrophages의 활성화를 억제한다19)는 사
실이 최근에 보고되었다. 또한 Lonchocarpus glabrescens에서 
추출한 methylalpinumisoflavone의 항암 효과도 보고되었다20). 
꾸지뽕나무에서 추출된 다양한 성분들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
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실에서 추출된 OMAI를 이용
한 연구는 항암,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 외의 다른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며, 피부 질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인간의 신체를 덮고 있는 피부는 유해한 자외선 및 물리화학적 
외부 독성물질로부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표피층에 있는 
melanocyte의 melanosome에서 멜라닌을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
은 정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생성된 멜라닌이 축적되어 피
부에 착색되면 피부 과다색소침착(hyperpigmentation)을 유발한다
21). 이러한 피부 과다색소침착 즉, 색소 이상 질환을 한의학에서는 
雀斑, 黧黑斑등으로 기재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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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 과다
색소침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피부 미백 성분이 개발되고 있
다. 연구자들은 미백 성분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다양한 후보 물
질들의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를 관찰한다. 멜라닌 합성은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TRP) 1, TRP2와 같은 
enzymes에 의해 조절되는데, 특히 tyrosinase는 rate-limiting 
enzyme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멜라닌 합성 억제제들은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 미백 효
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tyrosinase 활성 저해 정도를 많이 활용
한다23).
    기존의 피부 미백용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ascorbic acid, 
kojic acid, arbutin, hydroquinone 등의 물질은 합성 항산화제
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멜라닌 합성을 억
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kojic acid, hydroquinone, arbutin의 
경우, 미백 효과는 뛰어나지만, 안전성은 낮다는 단점이 있다24-27).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피부 미백 효과가 탁월한 성분을 발굴
하고자 육상 식물, 해양 자원, 한약재 등의 천연물에서 유래된 물
질을 활용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꾸지뽕나무의 과실에서 추출된 OMAI의 활성산소 소거 활
성 및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본 연구에 사용한 OMAI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
부에서 제공받았다. Lui Y. et al.20)의 방법에 근거하여 꾸지뽕나무 
열매로부터 OMAI를 분리하고, NMRspectra로 구조를 확인했다.

Fig. 1. Structure of 4’-O-methylalpinumisoflavon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PubChem Database. 4'-O-Methylalpinumisoflav
one, CID=15596285,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4_-O-Me
thylalpinumisoflavone.

2. 방법
 1)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HaCaT cells (human keratinocyte cell 
line)은 Cell lines Service (CLS, Eppelheim, Germany), 
RAW264.7 cells (murine macrophage cell line) 및 B16F10 
cells (murine melanoma cell line)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에서 구매하였다. 각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Gibco BRL, MD, U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ogan, UT, US)을 이용하여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3-(4,5-dimethythiazol-2-yl)-2-5-dipheny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Mo, U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과
정을 요약하면, B16F10 cells 및 HaCaT cells를 각각 24 well 
plate에 1×105 cells/well로 접종한 후 37℃에서 세포가 약 80% 
이상 부착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하루간의 배양이 끝난 후, phenol 
red-free DMEM 배지로 교체하고 24시간 동안 OMAI 및 
alpinumisoflavone (AI)를 각 농도별로 처리 하였다. 24시간의 배
양이 끝난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용액 (500 μg/ml)을 첨가하
여 30분 동안 37℃에서 다시 반응시켰다. 최종적으로 dimetyl 
sulfoxide (DMSO)를 첨가하여 살아있는 세포가 생성한 formazan 
crystal을 용해한 다음, micro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8).
 3) Superoxide radical 소거 효과 측정
    Superoxide radical 소거 효과는 Furuno K, et al.29) 및 
Sim GS, et al.30)에 소개된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원
리는 Xanthine/xanthine oxidase 반응에서 생성된 superoxide 
radical을 nitroblue tetrazolium (NBT)으로 검출하는 것이며 개
략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500 mM Na2CO3 buffer (pH 10.2), 3 
mM xanthine, 3 mM EDTA, 0.72 mM NBT에 각 농도별로 
OMAI를 첨가하고 37℃에서 5분간 반응한다. 반응 후 20 mU/ml 
xanthine oxidase를 첨가하여 37℃에서 25분간 추가로 반응한 후, 
micro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
여 56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양성 대조군으로 arbutin 및 
3-t-butyl-4-hydroxyanisole (BHA)을 사용하였다.
 4) 세포 내 ROS 측정
    RAW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5 cells/well로 접종
한 후 37℃에서 세포가 약 80% 이상 부착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세포가 충분히 부착되고 안정화 된 후, phenol red-free DMEM으
로 배지에 OMAI를 각 농도별로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고, lipopolysaccharide (LPS, Lonza) 100 ng/ml을 각 well에 첨
가한 후 24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다음, 
carboxy-H2DCF-DA 100 μM/well 첨가하고 30분간 37℃에서 반
응시킨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이용하여 2번 세
척하였다. Fluorescence의 측정은 fluorescence 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excitation과 emission wavelength는 각각 475nm와 530nm였다.
 5) Melanin 함량 측정
    OMAI의 미백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melanin 함량 정도를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
인 Ⅰ31)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과정을 간략히 정
리하면, B16F10 cells를 6 well plate에 3×105 cells/well로 접종
한 후 37℃에서 세포가 약 80% 이상 부착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이후, 배지를 제거하고 phenol red-free DMEM으로 교체한 다음, 
각 농도별로 OMAI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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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α-MSH 200 nM을 각 well에 첨가하고, 48시간 동안 추가로 배
양한 다음, 배지를 회수하고, micro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arbutin을 B16F10 cells에 처리하여 사
용하였다.
 6) 세포 내 tyrosinase 활성 측정
    Tyrosine으로부터 melanin을 생산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16F10 cells를 6 well 
plate에 3×105 cells/well로 접종한 후 37℃에서 세포가 약 80% 
이상 부착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이 후, 배지를 제거하고 phenol 
red-free DMEM으로 교체한 다음, 각 농도별로 OMAI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α-MSH 200 nM을 각 well에 
첨가하고, 48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한 후,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세포를 회수하였다. 얻어진 세포는 Triton 
X-100이 1% 첨가된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를 이용하여 용해되었으며, 13,000 rpm, 10분간 원심 분리하
여 상층액을 모으고, BCA법으로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정량되어 
동일한 농도로 맞춰진 상층액에 2 mg/ml L-DOPA를 첨가한 후,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arbutin을 B16F10 cells에 처리하여 사
용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학적 비교는 one way ANOVA test를 통하여 이루
어졌고 군간 비교에는 Dunnett test를 이용했으며, Prism 5 (Ver. 
5.01, GraphPad Software Inc., CA, US)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의 형태로 표기했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OMAI가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세포의 생존에 영향이 없는 OMAI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B16F10 cells에 OMAI를 각 각 5, 10, 20 μg/ml를 처리하고 24시
간 후 MTT assay를 실시한 결과, 10 μg/ml를 처리한 군에서는 
약 3.1 %의 세포 생존율 감소가 나타났고, 20 μg/ml을 처리한 군에
서는 약 9.06 %의 세포 생존율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OMAI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
출되었으며, OMAI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AI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
법과 조건으로 MTT assay를 실시했다. 그 결과 alpinumisoflavone 
(AI)을 처리한 군에서는 OMAI를 처리한 군과 달리 현저하게 세포 생
존이 저해되어 AI를 20 μg/ml 처리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약 
53.37%의 세포 생존이 감소되었다(Fig. 2A).
    또한, mouse 유래 melanoma cell뿐만 아니라 human 
keratinocyte cell line인 HaCaT cell의 생존율에 OMAI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MTT assay를 실시했다. 그 결과, B16F10 
cells에서의 결과와 같이 5 μg/ml 농도에서는 세포 생존율에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10 μg/ml를 처리한 군에서는 약 4.58%의 세포 
생존율 감소가 나타났고, 20 μg/ml을 처리한 군에서는 약 7.8 %의 
세포 생존율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AI를 20 μg/ml 처리한 군에
서는 대조군에 비해 약 89.4%의 세포 생존이 감소되었다(Fig. 2B).

Fig. 2. The Effects of OMAI on Cell Viability. Cytotoxicity caused by 
OMAI was measured MTT assay. B16F10 cells (A) and HaCaT cells (B)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MAI for 24h prior to analyses.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 of vehicle treated group (naive) and 
we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d experiments. *P < 0.05, **P < 
0.001 and ***P < 0.0001 compared to vehicle treated group.

2. OMAI의 항산화 효과
    OMAI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OMAI의 superoxide 
radical 소거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OMAI 1, 5, 10 μg/ml에서
의 superoxide radical 소거 능력은 각각 34.04±1.41%, 
51.39±0.9394%, 57.19±0.7364%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과 BHA 10 μg/ml(최대 처리 농
도) 처리군에서는 각각 24.68±2.128 %, 35.15±0.5364%의 
superoxide radical 소거 효과가 나타났다(Table 1). 또한,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264.7 cells를 이용하여 세
포 내 활성산소 생성에 OM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
과, superoxide radical 소거 실험과 동일하게 OMAI 농도 의존적
으로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이 감소되었다(Fig. 3).

Table 1. Anti-oxidative Effects of OMAI Measured Using NBT Assay.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y (%)*

treatments
concentration OMAI Arbutin BHA

1 μg/ml 34.04±1.41 23.58±0.9447 20.84±1.237
5 μg/ml 51.39±0.9394 21.99±1.488 29.65±1.083
10 μg/ml 57.19±0.7364 24.68±2.128 35.15±0.536

*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age (%) of vehicle treated control and the 
mean±SD of triplicated experiments. BHA means 3-t-butyl-4-hydroxyani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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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s of OMAI on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O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MAI for 
24h and subsequently with 100 ng/ml of LPS, an inducer of ROS, for 24h. 
Data are expressed as relative light unit (RLU) of vehicle treated controls 
and each plots were represent as the mean±SD of triplicated experiments. 
###P < 0.001 vs. vehicle treated group (naive) and *P < 0.05, **P < 0.001 
and ***P < 0.0001 compared to LPS treated only group.

3. OMAI의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가 피부 미백 성분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B16F10 cells를 이용하여 멜라닌 생
성 정도에 OMAI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멜라닌 생성량을 측
정한 결과, OMAI는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의 멜라
닌 합성 정도를 100%로 했을 때, α-MSH만 처리한 군에서 
167.28%, OMAI 1 μg/ml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 131.64%, 
OMAI 5 μg/ml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 72.23%가 측정되었으
며,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 5 μg/ml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는 104.12%의 멜라닌 합성 정도가 확인되었다(Fig. 4). 

Fig. 4. Inhibitory Effects of OMAI on Melanin Production.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MAI, along with arbutin (5 
μg/ml) for 24h and subsequently with 200 nM of α-MSH for 48h.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 of vehicle treated group (naive) and data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d experiments. ###P < 
0.001 vs. vehicle treated group (naive) and ***P < 0.0001 compared to α
-MSH treated only group.

4. OMAI의 세포 내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 OMAI가 tyrosinase 활
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B16F10 cell 내에서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의 tyrosinase 활성을 100%로 했을 때, α

-MSH만 처리한 군에서는 124.58%로 증가하였고, OMAI 1 μg/ml
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는 127.62%로 약간 증가했다가, OMAI 
5 μg/ml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는 96.07%로 현저하게 
tyrosinase 활성이 감소되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 
5 μg/ml와 α-MSH를 처리한 군에서는 120.05%로 측정되었다
(Fig. 5). 

Fig. 5. Inhibitory Effects of OMAI on Tyrosinase Activity.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MAI, along with arbutin (5
μg/ml) for 24h and subsequently with 200 nM of α-MSH for 48h.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 of vehicle treated group and data we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d experiments. ###P < 0.001 vs. 
vehicle treated group (naive) and *P < 0.05, **P < 0.001 and ***P < 
0.0001 compared to α-MSH treated only group.

고    찰
 
    한의학에서는 피부염 증상을 피부의 風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부염의 주요 증상인 가려움, 발적, 발진, 부
스럼, 물집, 딱지 등은 한의학의 搔痒, 斑疹, 腫과 瘡 등에 해당한
다. 이러한 피부의 질환들은 血分의 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淸熱凉血의 방법으로 치료한다32). 이러한 의미에서 淸熱凉血, 舒筋
活絡 효과를 가지고 있는 꾸지뽕나무 열매의 피부과적 용도를 과학
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꾸지뽕나무 추출물은 항암2,3), 항염증4), 항산화5,6) 효과와 신경
병증을 감소7)시키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며, 
꾸지뽕나무의 잎, 뿌리, 줄기, 열매에서 추출된 prenylated 
xanthones, phenolic acids, and flavonoids 등의 성분들은 항암
8), 항산화9-11), 항균12), 신경세포·간세포·위장관 보호 효과13-15)와 α
-glucosidase억제 효과16)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꾸지뽕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인 OMAI은 MAO 활성 억
제 효과17)와 더불어 항염증 효과18)가 보고된 바 있고, 최근에는 
27-hydroxycholesterol로 유도된 monocytes/ macrophages의 
활성화를 억제한다19)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렇듯 꾸지뽕나무
에서 추출한 다양한 성분들을 이용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를 이용한 연구는 실험
동물의 뇌에서의 MAO억제 및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 외의 다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피부 질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
이다. 
    기존의 피부 미백 성분보다 안전한 성분을 찾고자 다양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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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꾸지뽕나무 열매로부터 추출한 OMAI의 피부 미백 성
분으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OMAI는 10 μg/ml 이상에서 유의한 수준
의 세포 독성을 나타냈고, OMAI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AI는 5 μ
g/ml 처리 군에서도 유의한 수준의 세포 독성을 나타냈으며, 모든 
처리 농도에서 OMAI보다 높은 세포 독성을 보였다(Fig. 2).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OMAI의 세포 독성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되며 세포 내 연구를 위한 OMAI의 적정 농도는 10 μg/ml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피부 표피층에 존재하는 melanocyte는 표피를 구성하는 다양
한 세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melanocyte와 
keratinocyte의 crosstalk으로 melanocyte에서 생성된 멜라닌은 
keratinocyte로 전이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33). 또한, B16F10 cell
은 mouse 유래의 melanoma 세포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형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유래의 정상 세포군에 대한 
세포 독성을 확인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 HaCaT cells의 생존율에 OMAI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B16F10 cell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세포 독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OMAI가 B16F10 cell과 같은 생쥐 유래 종양세
포와 인간 유래 정상에서 유사한 수준의 세포 독성을 나타낸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AI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포 독성
이 강하기도 하지만, 인간 유래 피부각질화 세포의 최고농도 투여 
(20 μg/ml)에서 현저한 세포 생존율 감소를 나타냈다. 
    피부 과다색소침착을 유발하는 원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유해 자외선이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 세포 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생성되고,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 DNA가 손상되어 산화적 스트레
스가 유발된다. 또한 활성산소는 tyrosinase와 같이 tyrosine의 산
화 과정에 작용하여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멜라닌 생
성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 또
는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피부 미백 성분의 중요한 기능
으로 볼 수 있다34-38). 이러한 이유로 항산화 물질은 일련의 산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생성된 활성산소
를 제거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피부 미백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38).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OMAI의 
superoxide radical 소거 능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동
일 농도에서 arbutin과 BHA보다 소거 능력이 우수하였다(Fig. 3). 
이러한 결과에서 OMAI는 arbutin과 BHA보다 높은 superoxide 
radical 소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MAI가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결과, superoxide radical 소거 실험과 동일하게 농도 의존적
으로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이 감소되었다(Fig. 4). 따라서 꾸지뽕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는 기존의 피부 미백제 성분인 
arbutin과 BHA보다 비교적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사료된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시료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피부 진정, 항염증, 미백 기능성 후보 물질로서 각광을 받는다. 이
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의 피부 

미백 효과를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B16F10 
cells를 이용하여 멜라닌 생성 정도에 OMAI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최저 투여 농도인 0.5 μg/ml를 사용한 군에서도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저해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최고 농도인 5 μg/ml에서의 저해 
효과가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rbutin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OMAI가 기존의 피부 미백 성분인 arbutin보다 더 우수한 멜라
닌 생성 저해 효과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멜라닌 생성은 melanosome의 구조단백질, 멜라닌 합성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멜라닌 수송과 분배에 작용하는 단백질에 의해 조
절된다고 알려져 있다22,39). Tyrosinase는 tyrosine을 
3,4-dihydroxyphenylalanine(DOPA)으로 전환하는 반응과, DOPA
를 DOPA-quinone으로 산화시키는데 관여한다. 즉 tyrosinase는 
멜라닌 합성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로 멜라닌 합성반응의 속도결정단
계인 초기 반응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40). Tyrosinase 활성 억
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피부 미백 성분의 효능 검증 방
법이다23).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OMAI는 유의한 수준으로 
tyrosinase 활성을 억제시켰으며 최고 농도인 5 μg/ml에서는 α
-MSH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수준의 tyrosinase 활성을 나타냄
으로써 양성 대조군인 arbutin보다 우수한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OMAI가 피부 미백 기능성 원료로
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OMAI는 tyrosinase 활성 억제를 
통하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을 이용하여 
murine melanoma cell line인 B16F10 cells에서 α-MSH로 유
도된 멜라닌 생성에 대한 억제 효과 및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여 
기존의 피부 미백 성분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백 효능을 가지
는 미백제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는 효
과적으로 superoxide를 소거하며,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
해 유도된 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을 현저하게 억제했다. 또한, 
B16F10 cell에서 α-MSH로 유도된 멜라닌 생성을 억제했고, 멜라
닌 합성 반응에 관여하는 tyrosinase 활성을 억제했다.
    이상의 결과로 꾸지뽕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OMAI는 활성산소
를 제거함으로써 α-MSH에 의해 유발되는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OMAI
는 기존의 항산화 효능이 있는 tyrosinase 억제제보다 높은 항산
화 효능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피부 
미백 성분으로 활용도는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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