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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bioactive materials with skin-whitening and
ultraviolet (UV)-A absorption activities using bioconverted Angelica gigas extract (BAE). The UV-B absorption and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 of the BAE using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were 51.7±0.6% and 49.7±0.3%, respectively, which were 2.1 and 1.9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hot-water extract. The cytotoxicity of BAE to B16F0
cells was analyzed using MTT assay, and no inhibition of cell growth was confirmed below 1 mg/mL. To study
the mechanism of melanin synthesis for confirming the skin-whitening effects of BAE, the mRNA levels of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1) and protein-2 (TRP-2) were compared using a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BAE reduced the expressions of TRP-1 and TRP-2, by 1.4 and 2.1 times, respectively, compared to HAE, proving
that BAE is effective in inhibiting melanin synthesis. The bioconversion of BAE using L. plantarum showed enhanced
UV-absorption and skin-whitening effects. Thus, BAE can be used as a multi-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 with
both UV-absorption and skin-whiten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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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며, 최종적으로 TRP-1의 촉매에 의해 황적색을 나타내는
페오멜라닌과 흑색을 나타내는 유멜라닌이 합성되고 피부,

멜라닌(melanin)은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색깔 등을 결정하게 된다(Kim 등,

포의 멜라닌소체에서 타이로시나제와 타이로시나제 관련

2018; Lee와 Song, 2004). 표피 최외각의 각질세포에 존재

단백질(tyrosinase related protein, TRP)에 의해 생성되며

하는 멜라닌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여기 상태(excited state)

수지상 돌기를 통해 각질세포로 이동하여 피부색을 띠게 하

가 되고 다시 기저 상태(ground state)로 복원되면서 흡수

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Lee,

했던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방출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2021; Choi 등, 2014). 멜라닌 생성의 주요 효소로 알려진

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타이로시나제는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일종으로 타이로신을

된다(Im, 2008; Lee, 1996). 반면 과도한 자외선 노출, 피부

도파(dopa)와 도파퀴논(dopaquinone)으로 변환시키고 도

내 활성산소 증가,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등에 의해 멜라닌

파퀴논의 자동산화에 의해 도파크롬(dopachrome)으로 변

이 과량 합성되면 색소침착에 따른 기미나 주근깨 등을 유발

화시킨다(Seo 등, 2010). 도파크롬은 TRP-2에 의해 산화

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미백 효과를 위해서는 피부에 흡수되

되어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로 변화되

는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TRP 계열 단백질의 활성 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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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어야 한다(Park 등, 2019; Kwon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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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Che 등, 2010; Sim 등, 2021).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전자파장

김치에서 분리한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SM4를 이

에 따라 UV-A(장파장, 320~400 nm), UV-B(중파장, 280

용해 당귀 열수 추출물을 생물전환하여 타이로시나제 저해

~320 nm)와 UV-C(단파장, 200~280 nm)로 분류된다

효과와 자외선 흡수 효과를 비교하고 TRP-1과 TRP-2의

(Kim과 Lee, 2016). UV 스펙트럼 중 생물에게 가장 위험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해 멜라닌 생성 저해

UV-C 스펙트럼의 대부분은 대기상층의 산소 분자에 의해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 식･의약품

성층권의 오존에 흡수되어 지상에 도달하지 않으나, 오존에

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생물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당

의해 50% 흡수되는 UV-A는 피부를 침투해 피폭에 의한

귀 추출물의 자외선 흡수 및 피부 미백 활성 증진 효과를

즉시형 색소침착을 발생시켜 피부 흑화나 광노화를 유발하

평가하여 당귀의 향장 소재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며, 오존에 90% 이상 흡수되는 UV-B는 고에너지 준위에

자 하였다.

의한 일광화상을 통해 홍반을 유발하여 자연형 색소침착을
일으키게 된다(Lee 등, 2003; Chang, 2016; Jeong 등,

재료 및 방법

2011). 또한, 지속해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세포는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 내 단백질, 지질 및 DNA의 손

실험 재료

상을 일으켜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Lee 등,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생산된 당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흡수제 필요

를 라이프스토리(Yongin, Korea)에서 건조물로 구매하여

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7,620억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시약인 tyrosinase from mush-

원으로 유기와 무기 자외선 흡수제가 각각 78%와 22%로

room, 3,4-dihydroxyphenylalanine(L-DOPA)과 3-(4,5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Kim과 Nam, 2021). 2021년부터 미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

국을 중심으로 유기 자외선 흡수제에 사용되는 옥티녹세이

mide(MTT) 등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

트와 옥시벤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무기 자

서 구매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한 시약인 Dulbecco’s mod-

외선 흡수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기 자외선

ified Eagle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과

흡수제의 주요 원료인 이산화티탄, 파라아미노안식향산과

trypsin은 Gibco(Waltham, MA,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

벤조페논의 피부 자극성, 피부 과민 반응과 백탁 현상 등의

으며, 균주 배양을 위한 Difco MRS 배지는 BD Biosci-

부작용으로 인해 상기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천연물 소재

ences(Sparks, NV, USA)에서 구매하여 이용하였다. 그 외

자외선 흡수제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ark

실험에 사용된 모든 분석 시약들은 Sigma-Aldrich의 일급

등, 2005; Kim 등, 2002).

(EP) 이상 시약을 사용하였다.

당귀(Angelica gigas)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한방에서

당귀 열수 추출

혈액 순환을 도와 빈혈이나 부인병 등에 대한 보혈제로 민간

당귀 열수 추출물 제조를 위해 건조된 시료 1.0 g에 1차

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재이다(Oh 등, 1999; Kim 등, 2013).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SD-D250H,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당귀 추출물의 생리활성물질은 데커시

Sungdong Co., Hwaseong, Korea)를 이용해 40 kHz와

놀, 움벨리페론, 쿠마린과 베타시토스테롤 등으로 항염증,

200 W로 60.0°C에서 30분간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 후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Choi 등, 2012;

원심분리기(Lobogene 1236R, Gyrozen, Daejeon, Korea)

Sung과 Kim, 2005). 또한, 당귀 추출물의 주요성분인 데커

를 이용하여 4.0°C, 5,000 rpm과 10분간 고액 분리하고 상

신과 데커신의 이성질체인 데커시놀은 혈행 및 인지 개선

등액을 취하여 -21.0°C에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희석하

효과가 있어 노화로 저하된 인지기능과 만성 퇴행성 질환

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개
별인정형 원료로 인증받아 관절 기능성식품과 치매 치료제

균주 분리

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Kim 등, 2019; Lee 등, 2008).

당귀 열수 추출물 생물전환을 위한 균주는 김치로부터 분

최근 미백 화장품 소재로 개발되고 있는 일부 약용식물 유래

리하였고 배양을 위해 Difco MRS 배지를 사용하여 고체와

추출물은 멜라닌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

액체배지를 각각 제조하였다. 균주 분리를 위해 1:100으로

어 균주를 이용한 발효를 통해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경감시

희석한 김칫국물 0.1 mL를 MRS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7.0

키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발효과정에서 생산되

°C 항온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백금이를 이용해 단일

는 효소에 의한 천연물의 생물전환을 통해 저분자화에 따른

집락을 선별하여 균을 MRS 배지에 접종하여 항온기에서

배당체, 핵산 및 펩타이드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48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베타-글루코시데이즈 활성이 높은

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나 현재까지 당귀 열수 추출물 생물

균주를 선발하기 위해 API ZYM kit(BioMerieux, Marcy-

전환을 통한 미백 및 UV 흡수 효과 증진에 관한 연구는 미흡

l’Étoile, France)을 이용하여 베타-글루코시데이즈 효소

414

김준희 ․ 황윤선 ․ 강민호 ․ 염서희 ․ 박제훈 ․ 김진우

활성을 검사하였다.

A: 시료 첨가군 흡광도, B: 대조군 흡광도

당귀 열수 추출물 생물전환

세포 배양

생물전환을 위해 본 연구실에서 김치로부터 분리한 L.

당귀 생물전환물이 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TRP 유전

plantarum SM4를 사용하였다. 배양을 위해 MRS 액체배지

자 기반 미백 활성 기전 규명을 위한 실험 수행을 위해 마우

를 제조하고 1 M HCl과 1 M NaOH로 pH를 7.0으로 조정하

스 유래 B16F0(흑색종세포)를 생물자원센터(Jeongeup,

고 엘렌마이어 플라스크(Erlenmeyer flask)에 분주하여 고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해 10.0%

압멸균기(SAC05060P, Daehan Sci., Wonju, Korea)에서

FBS와 1.0% penicillin이 포함된 DMEM 배지를 사용하였

121.0°C로 15분간 멸균하여 배양 배지를 제조하였다. 멸균

4
으며 B16F0를 배양 플라스크에 5.0×10 cells/mL로 분주

된 배지에 12시간 배양한 종균 1.0%를 접종하여 진탕배양

하여 동물세포 배양기(SA-MCO-18AIC, Sanyo Co., Osa-

기에서 37.0°C, 150 rpm으로 24시간 배양 진행 후 생물전

ka, Japan)에서 37.0°C와 5.0% CO2를 유지하며 배양하였

환을 위해 당귀 열수 추출물과 배양액을 1:2 비율로 혼합하

다.

고 초기 pH를 5.0으로 조정하여 진탕배양기에서 37.0°C와
150 rpm으로 48시간 효소 분해를 진행하였다. 조효소액 생

세포독성 평가

산을 위해 호모게나이저(HG-15A, Daehan Sci.)를 이용해

당귀 생물전환물의 세포독성 평가를 위해 MTT 분석법에

세포를 파쇄하였으며, 1 M HCl과 1 M NaOH를 이용하여

4
기반하여 B16F0를 1.0×10 cells/mL로 96-well plate에

최종 pH를 5.0으로 조정하고 진탕배양기에서 45.0°C, 150

0.18 mL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당귀 생물전환물

rpm과 48시간 추가적인 효소 분해를 진행 후 4.0°C에서

을 DMEM 배지에 희석하여 B16F0에 농도별로 0.02 mL씩

5,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생물전환물을 획득한

분주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생물전환물 대신 DMEM 배지를

후 분석실험에 이용하였다.

첨가하여 72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0.25 mg/
mL MTT 시약을 0.1 mL 처리하여 동물세포 배양기에서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 측정

4시간 반응 후 시약을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0.1 mL

당귀 열수 추출물과 생물전환물의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

를 첨가한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Infinite® 200, Tecan

해율은 Kim 등(2012)의 분석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완

Gro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50 nm

충용액은 monobasic anhydrous와 dibasic anhydrous를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아래의 식을 이용

혼합하여 pH 6.8로 제조하였으며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10

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mM 기질액(L-DOPA)을 제조하였다. 시료 0.2 mL에 완충

(

A
B

)×100

용액 0.4 mL, 기질액 0.2 mL와 타이로시나제(125 unit/

세포 생존율(%) ＝ 1－

mL) 0.2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을 진행하였

A: 시료 처리군 흡광도, B: 대조군 흡광도

으며 대조군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반응 후
분광광도계(Mecasys Co., Daejeon, Korea)를 이용해 475

미백 관련 유전자 발현 평가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은 아

당귀 생물전환물의 미백 효과 확인을 위해 관련 주요 유전

래 식에 따라 L-ascorbic acid를 양성대조군으로 하여 백분

자 발현을 평가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해 24-well plate에

율로 산출하였다.

5
1.0×10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당귀 생물전환물을

(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 1－

A
B

)×100

A: 시료 첨가군 흡광도, B: 대조군 흡광도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고 세포
회수를 위해 trypsin-EDTA를 처리한 후 2,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였다. 회수된 세포는 Accuprep® universal RNA extraction kit(Bioneer, Daejeon, Korea)을 이용
해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ER 완충용액을 대조군으로 흡

자외선 흡수율 측정
당귀 열수 추출물과 생물전환물의 자외선 흡수율을 비교

광도를 측정해 total RNA를 정량하였다. 추출한 RNA 1.0

하기 위해 열수 추출물과 생물전환물의 상등액을 증류수로

µg에 2×cDNA synthesis 완충용액과 cDNA synthesis

각각 50배 희석한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UV-A, UV-B

enzyme mix를 혼합한 후 diethylpyrocarbonate를 이용해

와 UV-C 스펙트럼 구간인 200~400 nm에서 흡수율을 측

전체 부피가 20.0 µL가 되도록 PCR 튜브에 첨가한 후 각각

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향장용 자외선 흡수제인 disodium

TRP-1과 TRP-2를 역전사 방법으로 증폭하였으며, 발현

phenyl dibenzimidazole(DPD, 0.1 mg/mL)을 사용하여 흡

평가를 위한 대조군으로 하우스키핑 유전자인 β-actin을 이

수율 비교를 통해 아래 식을 이용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라이머 염기서열을 Table 1에

(

자외선 흡수율(%)＝ 1－

A
B

)×100

요약하였으며 모든 mRNA의 증폭 과정은 95.0°C에서 10분
간 초기 변성을 진행하고 95.0°C에서 30초의 변성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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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design to evaluate the expression levels of major genes related to melanin production
Primer

Forward (5'-3')

Reverse (5'-3')

Size (bp)

TRP-1
TRP-2
β-Actin

GCTGCAGGAGCCTTCTTTCTC
AGAAGTTTGACAGCCCTCC
ACTACCTCATGAAGATCCTG

AAGACGCTGCACTGCTGGTCT
CTAACCGCAGAGCAACTTG
TTGCTGATCCACATCTGCTG

398
360
731

72.0°C에서 30초간 연장반응을 실시하였다. 결합반응 온도

하여 당귀 추출물의 발효에 의해 UV 흡수율이 높아짐이 확

는 TRP-1과 TRP-2에서 각각 60.0°C와 54.0°C였으며

인되었다(Fig. 1). 이러한 증진 효과는 추출물 내의 결합형

®

PCR 산물들은 gel red nucleic acid gel stain(Komabio-

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생물전환

tech, Seoul, Korea) 10.0 µL를 첨가하고 1.5% 아가로스

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저분자의 유리형 펩타이드, 비당체

겔에 전기영동 한 후 Geldoc(BioRad, Hercules, CA, USA)

또는 핵산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UV-B와 UV-C의 흡수

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효과가 증진된 것으로 예측된다(Kim 등, 2021; Hong 등,
2021). 본 연구에서 당귀 열수 추출물의 생물전환을 통해

통계분석

UV-B와 UV-C 흡수율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미백 활성

통계분석을 위해 모든 실험은 3 반복 수행하였으며 실험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검증은 Graph-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 평가, 세포독성 평가와 미백 활성

pad Prism software(San Deigo, CA, USA)를 이용하였으

기전 규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각 실험군의 유의성 평가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
해 분석하였고 전체 실험군의 유의성 평가는 일변수 분산분
석을 이용해 분석하여 P<0.05를 기준으로 실험군 간의 유의
성을 평가하였다.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 측정
타이로신은 타이로시나제에 의해 멜라닌 생성의 전구체
가 되는 도파와 도파퀴논으로 대사되므로 타이로시나제의
저해를 통해 피부의 멜라닌 생성 감소에 따른 미백 효과를

결과 및 고찰

기대할 수 있다(Choi 등, 2006). 당귀 열수 추출물과 생물전
환물의 미백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멜라닌 생성의 주요 효소

자외선 흡수율 측정

인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을 비교한 결과 각각 24.8±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UV-A, UV-B와 UV-C로

0.2%와 51.7±0.6%로 나타나 생물전환물에서 2.1배 증가

분류되며 피부 진피층 투과를 통해 DNA 손상 및 활성산소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L. plantarum SM4를 이용한 생물전

종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멜라닌세포 내 타이로시나제의 활

환을 통해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를 증가시킴에 따른 미백

성화를 통해 멜라닌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 흑화, 색소침착,

효과 증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ig. 2). 이는 Lee 등

광노화는 물론 피부암을 유발해 자외선 흡수제 개발에 있어

(2018)의 연구에서 보리 씨앗 열수 추출물과 L. brevis를

UV의 흡수율이 중요한 평가지표이다(Kim 등, 1994; Hwang

이용한 생물전환물의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이 각각

등, 2013; Shin 등, 1996). 당귀 열수 추출물과 생물전환물

39.1±0.03%와 47.9±0.02%로 나타나 본 연구의 타이로

의 자외선 효과 평가를 위해 UV 전 영역에서 흡수율을 비교

시나제 활성 저해가 각각 1.6배와 1.1배 우수함이 입증되었

했을 때 두 실험군 모두 UV-B 구간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다. 기존 대마 씨 미백 활성 연구에서 L. plantarum을 이용

보였으며, 300 nm UV-B에 대해 DPD 대비 26.2±0.9%와

한 생물전환에 있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열수

49.7±0.3%의 흡수 효과가 확인되어 당귀 추출물과 생물전

추출물 대비 1.1배와 1.6배 증가하였으며, 폴리페놀 함량과

환물을 이용한 UV 흡수제 개발에 있어 DPD 대체를 통해

타이로시나제 활성이 반비례한다는 Yoon 등(2018)의 결과

부작용이 저감된 천연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에 기반할 때 생물전환물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티로시나제

다. 자외선 중 UV-B는 피부의 색소침착을 유발하여 표면의

와 기질인 타이로신의 효소 결합에 있어 경쟁적 저해제

유연성이 저하되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세포 내의 산

(competitive inhibitor)로 작용하여 멜라닌 생합성 단계에

화반응이 촉진되어 노화와 육종 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서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저해하고 타이로신의 산화를 억제

UV-B 흡수를 통한 피부보호를 위한 인체 안전성이 높은

함으로써 미백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Yoon 등,

천연 유래 성분으로부터 유용한 항산화 물질을 찾는 연구가

2018; Kim, 2009).

지속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UV-C 영역인 270 nm에서
24.2±0.7%와 40.4±1.9%의 흡수율이 확인되어 추출물과

세포독성 평가

생물전환물이 UV-B와 UV-C의 효과적인 흡수제로 작용함

당귀 생물전환물이 멜라닌 생성의 주요 유전자인 TRP-1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영역에서 흡수 효과를 비교했을

과 TRP-2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세포성장

때 열수 추출물 대비 생물전환물에서 1.9배와 1.7배가 증가

최소 억제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B16F0에 당귀 생물전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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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changes in UV-absorbance profiles of BAE and HW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A). Comparison of absorbance of HWE and BAE compared to DPD in UV-A range (B). Comparison of absorbance of
HWE and BAE compared to DPD in UV-B range (C). Comparison of absorbance of HWE and BAE compared to DPD in UV-C
range (D). HWE: hot water extract, BAE: bioconverted A. gigas extract.
을 농도별(0.0~4.0 mg/mL)로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조

장 최소 억제농도인 1.0 mg/mL로 생물전환물 처리농도를

사했을 때, 당귀 생물전환물의 농도가 세포 생존율에 유의한

결정하여 멜라닌 생성의 핵심 유전자 발현 확인을 위한

영향을 미치며 농도 의존적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

RT-PCR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하였다(P<0.05). 생물전환물을 1.0과 2.0 mg/mL 처리했
을 때 세포 생존율이 대조군 대비 97.8±0.3%(P=0.0546)
와 89.6±0.5%(P=0.0032)로 나타나 1.0 mg/mL 이하의 농

유전자 발현 평가
멜라닌은 타이로시나제, TRP-1과 TRP-2에 의해 아미

도에서 세포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당귀 생물전환물 처리에 따른 TRP-1과 TRP-2의 발현
저해와 멜라닌 생성 저해 기전 규명을 평가하기 위해 세포성

Fig. 2. Comparison of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 of HWE
and BA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HWE: hot water extract, BAE: bioconverted A. gigas
extract.

Fig. 3. Inhibitory effects of HWE and BAE concentrations on
cell growth of B16F0. Cells were incubated after add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WE and BAE. The cell growth of the
nontreated group (N.T.) was represented as 100% of cell viabilit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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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pressions of β-actin, TRP-1, and TRP-2 in B16F0 cells treated with BAE were evaluated. β-Actin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을 도파와 도파퀴논으로 전환한 후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당귀 생물전환물의 UV-B 흡수 효과

자동산화 과정과 단백질 중합반응에 의해 합성되므로 천연

와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율을 평가했을 때 각각 49.7±

물 유래 미백 물질 탐색에 있어 타이로시나제, TRP-1과

0.3%와 51.7±1.9%로 당귀 열수 추출물 대비 1.9배와 2.1

TRP-2의 저해를 통한 멜라닌 생성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배 증가함이 확인되어 L. plantarum SM4를 이용한 생물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Yu 등, 2015). 생물전환물이

환을 통해 저분자화된 유리형 생리활성물질에 의해 자외선

B16F0 성장 저해에 따른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흡수와 미백에 효과가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

화하고자 앞선 세포독성 평가에 기반하여 B16F0에 무독한

독성 검사에서 당귀 생물전환물 1.0 mg/mL 이하 농도에서

농도인 0.0~1.0 mg/mL에서 TRP-1과 TRP-2의 발현도를

B16F0에 대한 무독성이 확인되어 당귀 생물전환물이 피부

평가하였다. 당귀 생물전환물 처리 시 농도 증가에 따라

에 안전한 자외선 흡수와 미백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

TRP-1과 TRP-2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1.0 mg/mL 첨

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련 기전 규명을 위해 멜라닌 생성

가 시 각각 1.4배와 2.1배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

저해의 핵심 유전자인 TRP-1과 TRP-2의 발현도를 평가했

었다(P<0.05, Fig. 4). 이러한 결과는 Lee 등(2013)의 미백

을 때 당귀 생물전환물 농도 증가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유

소재 추출 연구에서 타이로시나제 활성 저해가 높았던 노간

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귀

주나무 추출물이 B16F10에서 TRP-1과 TRP-2의 발현을

추출물의 L. plantarum SM4를 이용한 생물전환물이 피부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미백 소재 개발

에 흡수되는 자외선 흡수 감소와 함께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에 있어 TRP-1과 TRP-2 발현 저해는 중요한 요소로 당귀

생성을 저해가 가능한 효과적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생물전환물이 멜라닌 생성의 주요 효소인 TRP-1과 TRP-2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 활성 저해를 통한 멜라닌 생성 감소로 미백 효과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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