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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Melanocyte는 멜라닌을 합성하고 이는 피부와 모발의 색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멜라닌은 생리학적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산되어 축적된 멜라닌은 염증 후 과색소 침착, 흑색

점, 주근깨, 기미 등의 색소 질환을 일으킨다.

TRIB3 유전자는 여러 조직 (간, 지방, 심장, 근육 등)에서 발현되며 암 형성에

중요한 조절자이자 대사적, 신경적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선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TRIB3 유전자의 과발현이 밝혀졌

다. 수십년간 여러 유전자와 모발의 색소 형성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 졌지만 TRIB3가 색소 형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melanocyte에서 TRIB3 발현에 따라 멜라닌 생합성이 조절된다는 사

실을 밝혔으며 TRIB3 knockout 마우스의 피부조직과 모발을 채취하여 mRNA와

단백질 수준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관련된 유전자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TRIB3 발현을 저하시킨 keratinocyte와 함께 배양한 melanocyte에서

멜라닌 생합성 저하를 확인하였다. 이는 TRIB3 유전자가 멜라닌 생합성에 관련한

여러 세포에서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RIB3 유전자를 타겟팅으로 함으로써 색소 형성 장애

에 관련된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TRIB3 유전

자가 모발의 색소 형성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적접으로 조절하는 정확한 메커

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 TRIB3, Hair pigmentation, MITF, β-catenin, melanocyte, keratin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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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Hair pigmentation, Melanogenesis

모발의 색은 모낭 (Follicle)에 존재하는 melanocyte (melanocyte)에서 생성되는

멜라닌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모발 색소 형성 (hair pigmentation)이라고 한다

[3,12,15]. 모발의 멜라닌은 잠재적인 항산화제 (free-radical scavengers)로써 자외선

으로 인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체온 조절, 유

해인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7,17]. 모발, 피부, 눈의 색소는 주로 멜라닌

의 양, 질, 분포에 의존한다.

멜라닌은 화학적으로 구별하여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1). 검정, 갈

색을띄는 색소인 유멜라닌 (eumelanin)과 노란색과 빨간색을 띄는 색소인 피오멜

라닌 (pheomelanin)이 존재한다. 유멜라닌은 DHI (5,6-dihydroxyindoles) 와

DHICA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 unit으로 구성된 heterogeneous 

polymer이으로서 항산화 특성을 갖는다 [11,41]. 피오멜라닌은 주로 sulfur를 포함하

는 benzothiazine 유래 물질로 구성되며 광독성 산화 촉진 작용을 나타낸다 [11,41]. 

두가지 멜라닌 모두 전구체인 DOPA quinone으로부터 유래된다 [11]. 모낭 속 멜

라닌의 생합성은 멜라노좀 (melanosome)이라는 lysosome-related organelles 속

에 위치한 L-Tyrosinase의 산화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 생

합성에 있어서 tyrosinas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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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멜라닌 (Eumelanin)과 피오멜라닌 (Pheomelanin) 생합성 과정 [52]

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 신호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당단백

질 (glycoprotein)이다. 이는 멜라닌 생합성을 개시하는 핵심 효소로써 tyrosine을

L-dopa로 바꾸고 순차적으로 DOPA quinone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6,15]. 

Tyrosinase는 2개의 tyrosinase 관련 단백질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1,2)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TRP1과 TRP2는 유멜라닌 생합성에 기능을 한다 [15]. 이와

달리, 피오멜라닌은 세포내 cysteine이 충분히 존재할 때 DOPA quinone은 3- or 

5- cysteinyl DOPA를 생성하고 이는 산화반응과 중합반응을 통하여 생성된다 [41]. 

Melanocyte에서 형성된 멜라노좀은 주변에 위치한 keratinocyte로 이동하는데 이

때 melanocyte 수상돌기 (dendrite)는 멜라노좀 이동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여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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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닌을 keratinocyte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Hair growth cycle

모발의 성장은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1,17].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기

인 아나젠 (anagen), 침체기인 카타젠 (catagen), 휴지기인 텔로젠 (telogen) 시기

로 나눌 수 있다 (그림2). 모발의 색소 형성은 오직 성장기인 아나젠 시기에서

일어나며 마우스에서 모낭의 구조적 완성은 생후 2주이내에 완성된다 [17,25]. 특히, 

성장기인 아나젠 단계에서 모낭의 matrix와 dermal papilla에 위치한 melanocyte

는 멜라노좀 속에서 멜라닌을 생합성한 뒤 주변에 위치한 keratinocyte로 이동하

여 모발의 색소가 형성된다 [3,6,12,17]. 이후, 아나젠-카타젠 전환 시기 동안에 멜라

닌 생합성의 핵심 효소의 조절이 저하되면서 멜라닌의 생합성은 급격하게 감소

하고 텔로젠 시기에서는 모낭성 melanocyte의 세포사멸 (apoptosis)이 뒤따르게

된다 [3,6,17]. 특히, 활성화된 melanocyte가 색소를 공급하는 아나젠 시기는 3가지

단계 (early-anagen, mid-anagen, late-anagen) 로 나눌 수 있다. 마우스에서 생후

1일째를 초기 아나젠 (early-anagen)시기라고 하며 이때 활성화된 melanocyte가

증식한다. 중기 아나젠 (mid-anagen)시기인 생후 6일째와 후기 아나젠 (late-

anagen)시기인 생후 14일째에서 melanocyte는 성숙하게 된다. 이후 카타젠 시기

로 멜라닌 형성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인자들은 세포 사멸 (apoptosis)이 일어난

다 [27]. 텔로젠 시기가 되면 더 이상 멜라닌의 생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모발의 멜라닌 생합성은 성장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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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모낭의 구조 및 성장 주기 [13]

Hair melanogenesis (pigment-type switching)

많은 포유류 동물들은 다양한 패턴의 hair coat color를 갖는다 [15]. 모발의 색

소형성은 90개이상의 유전적 지위 (gene loci)를 대표하는 150개 이상의 allele

에 의해서 복잡한 유전적 조절하에 이루어진다 [19]. 이는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hair bulb 속 melanocyte의 멜라닌 생합성의 빠른 전환 (pigment-type 

switching)의 결과이다 [15]. 모발의 성장 주기가 시작되면 hair bulb에 위치한

melanocyte는 유멜라닌을 합성한다. 생후 4-6일이 되면 dermal papilla cell로부

터 agouti stimuli에 반응하여 피오멜라닌을 생성한다. 이러한 pigment-type 

switching을 조절하는 주요인자는 melanocorin receptor 1 (MC1R)과 agouti 

protein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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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의 색소 형성 및 멜라닌 생합성에 있어서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는 master transcriptional factor로 작용을 한다. MITF는

많은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1,2, 

PMEL등)의 전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멜라닌 생합성을 개시한다 [7,15]. 특히, 

cAMP/CREB과 Wnt/β-catenin 경로를 통해 melanocyte에 특이적인 MITF-M 

isoform의 전사를 활성화  시킨다 [15]. 또한, MITF는 PAX3 (paired box gene 3), 

CREB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SOX9 (SRY-box transcription 

factor 9), SOX10 (SRY-box transcription factor 10), LEF1 (lymphoid enhancer 

binding factor1)와 같은 여러 전사인자에 의해 발현이 조절된다 [6].

1) cAMP/CREB pathway, MC1R, α-MSH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CREB pathway는 피부와 모발의 색깔

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외선으로 인해 keratinocyte에서는 POMC

(pro-opiomelanocortin)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어 α-MSH가 분비되는데 이는

melanocyte에 존재하는 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인 melanocorin 

receptor 1 (MC1R)과 반응하게 된다 [15]. 이로 인해 cAMP 수준이 증가되고 활성

화된 cAMP는 멜라닌 생합성의 master 조절자인 MIT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15,18].

증가된 MITF의 발현은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된 효소 (tyrosinase, TRP1, DCT)의

발현을 조절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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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는 모발의 색소 형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β-catenin의 발현은 아나젠 단계의 개시와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 β-catenin은 전사 표적 유전자인 MITF의 발현을 조절하고

melanocyte stem cell 의 증식과 분화에도 관여한다 [6,25]. 뿐만 아니라, β-catenin

을 특이적으로 제거한 마우스 연구를 통해서 Wnt/β-catenin 신호체계가 모낭의

구조 유지와 아나젠 시기를 개시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신호라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 [25].

3) Agouti signaling protein (ASIP)

마우스에서 agouti의 발현은 모낭에 제한되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

간과 마우스의 agouti gene은 85%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Agouti 유전자는

앞서 설명한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의 양과 비율을 조절하는 유전적 지위 (gene 

locus)로써 알려져 있다 [13]. Agouti signaling protein (ASIP)이란 131개의 아미노산

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써 dermal papilla 세포에서 분비되어 모낭성 melanocyte

가 피오멜라닌을 생산하도록 촉진시키며 앞서 설명한 MC1R에 대한 내인성 길항

제로써 그에 대한 리간드인 α-MSH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13]. 

ASIP으로 인하여 MC1R은 활성이 감소하여 cAMP 수준이 감소하고 피오멜라닌

을 생성하게 된다 [39]. 이로 인해 유멜라닌의 생합성이 저해된다. ASIP의 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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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요구되는 2가지 단백질을 ATRN (attractin)과 MGRN1 (mahogunin ring 

finger1)이 있다 [39]. ATRN 유전자는 단일 전달 막통과 단백질로써 ASIP에 대한

보조 수용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ASIP은 MC1R의 결합 부위와는 다른 영역을

통해 ATRN과 결합한다 [39]. MGRN1은 E3 ubiquitin ligase 종류 중 하나로 MC1R

과 결합하여 MC1R와 Gα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하위 effector인 adenylyl

cyclase에서 수용체를 분리한다 [39].

모발의 멜라닌 생합성은 여러 유전자와 신호체계가 관여하는데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색소 형성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MC1R 혹은 MC4R에 돌연변이

(mutation)가 생긴 마우스는 노란색 피오멜라닌 혹은 비만의 표현형을 나타낸다

[40]. 또한 POMC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피부의 색소 형성 장애가 유발

되고 빨간 색소의 모발이 형성된다 [36]. 뿐만 아니라 ASIP이 과발현된 형질전환

마우스는 ASIP에 대한 수용체의 기능성 결핍으로 인해 유도된 표현형과 비슷한

표현형을 갖는다 [40]. 이와 같이 멜라닌 생합성 과정에 있어 밀접하게 관련이 있

는 유전자의 결핍 혹은 이상은 피부와 모발의 색소 형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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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follicle의 구조와 melanocyte

모낭의 구조는 맨 아래쪽에 dermal papilla (DP)가 존재한다 (그림3). Dermal 

papilla를 감싸고 있는 hair matrix 부분이 있는데, melanocyte로부터 멜라닌을 공

급받는 keratinocyte가 이곳에 존재하여 dermal papilla와 hair matrix 부분에서 멜

라노좀의 이동이 일어난다 [17]. 또한, 모낭의 중간부분에는 hair bulge 부분이 존

재하며 melanocyte stem cell 존재한다. 이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표피성

melanocyte (epidermal melanocyte)와 모발의 색소를 결정하는 모낭성

melanocyte (follicular melanocyte)로 분화하게 된다 [17]. Melanocyte는 이와 같이

모낭성과 표피성으로 나눌 수 있다. 모낭성 melanocyte는 표피성 melanocyte와

달리 Hair의 성장주기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27]. 모낭성 melanocyte는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고, cortical, medullar keratinocyte로 멜라노좀을 이동시켜 hair 

shaft 형성에 관여하게된다 [1]. 평균적으로 하나의 표피성 melanocyte 당

keratinocyte는 36개로 구성되며 이를 멜라닌 단위체 (melanin unit)이라고 한다

[27]. 이와 달리 모낭 속 멜라닌 단위체는 hair bulb에서 하나의 melanocyte 당 5

개의 keratinocyte로 구성되며 dermal papilla의 기저상피층 (basal epithelial layer)

에서는 대부분 1:1의 비율로 존재한다 [28]. 모낭성 melanocyte는 표피성

melanocyte보다 노화에 대한 영향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있다 [51].

Melanocyte의 활성은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구조 및 조절 단백질,

리셉터와 리간드의 상호작용, 성장 주기, 신경전달물질,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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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조절된다 [1,51]. 모낭의 상부에 위치한 멜라노사이트는 표피의 재생과 새

로운 아나젠 hair bulb의 형성을 위한 저장소를 제공한다 [1]. 수용체에 의존적이

고 독립적인 피부 및 모낭에 내재된 신호전달경로에 의한 조절은 자가, 파라 또

는 분비 내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며 호르몬 신호에 의해 변형된다 [51].

TRB3 Knockout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Hair pigmentation 관련 연구

Tribbles homolog3 (TRB3 또는 TRIB3)는 tribbles family에 속하는 슈도카이네이

즈 (pseudokinase)로써 초파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초기 배아생성의 세포 분

열의 조절자로 알려졌다 [8]. 또한, TRIB3는 다른 protein kinase와 몇몇의 전사인자

를 포함한 여러 타켓과 상호작용을 한다. TRIB3는 간, 흉선, 지방, 심장, 전립선, 

근육과 같은 여러가지 조직에서 발현된다. 뿐만 아니라, TRIB3는 암 형성의 중요

한 조절자로 알려져 있으며 대사적, 신경적 질환을 포함하는 일련의 비종양성  

(non-neoplastic) 질병에 연관이 있다 [8]. 또한, 최근 연구에서 TRB3가 건선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과발현이 되어있으며 keratinocyte의 증식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 [12].

지난 수년간 TRIB3 knockout 마우스를 통해 TRIB3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졌다. TRIB3 유전자가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신호 전

달 경로를 억제하여 골격근 섬유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43]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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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당뇨를 유도시킨 TRIB3 knockout 마우스를 통하여 TRIB3가 mTORC2/AKT 신

호 전달 체계의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44].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제작한 TRIB3 knockout 마우스는 C57BL/6J 마우스와 10세대 이상 교배를

시켰다. 흥미롭게도 모두 agouti 색깔의 hair coat color를 나타냈다. 이는 검은색

모발을 갖는 C57BL6/J의 유전적 배경과 별개로 TRIB3 유전자의 결핍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이는 TRIB3 유전자만이 갖는 색소 조절 능력을 추측할 수

있으며 TRIB3와 색소 조절 간의 사전 연구가 없기 때문에 TRIB3 유전자의

melanogenic factor로써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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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방법

1. TRIB3 knockout 마우스와 genotyping

TRIB3 knockout 마우스는 Osaka University 의 Animal Research Committee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Microbial Diseases 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TRIB3

knockout 마우스는 TRIB3 의 open reading frame (exon 2-3)을 encoding 하고 있

는 2.5-kilobase (kb) fragment 을 neomycine 에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cassette 에

대체한 targeting vector 를 삽입하였고, G418 과 ganciclovir 에 둘 다 저항성을 가

진 군체를 선별 한 뒤, C57BL6/J 마우스의 배아세포에 microinjection 을 하였다. 

이를 다시 C57BL6/J 암컷 마우스와 12번 이상 교배하여TRIB3-/- 마우스의 유전적

배경(genetic background)를 C57BL6/J 로 균질화하여 제작하였다 [50].

3 주령의 TRIB3 마우스의 꼬리를 확보하여 genotyping 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1). 연구에 사용한 마우스는 아침 8 시-저녁 8 시까지는 조명 아래에서, 저녁 8 시-

아침 8 시 까지는 암실에서 키워졌으며 일반사료 (normal chow (Purina Rodent 

Chow, 3857))와 멸균된 물을 제공하였다.

Primer Sequence (5’-3’)

TRIB3-F 5’ TAT GCT GGA TGT GTG GGA G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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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3-R 5’ GGC CTA CCT CTC AAG TGT GC 3’

Neo-TRB3 5’ GGA TGA TCT GGA CGA AGA GC 3’

표 1. Genotyping primer sequence, F: Forward, R: Revers

2. 웨스턴 블롯

부검한 마우스 피부 조직은 -80℃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Protein lysis buffer (1% Tripton X-100, 150 mM NaCl, 20 mM HEPES (pH 7.5), 

1Mm EDTA, 1 mM EGTA, 5 mM Na-pyrophosphate, 20 mM b-glycerophosphate, 

50 mM NaF)용액에 100X Protease Inhibitor (Tech&Innovation, Korea, No. BP1-

9000)와 PMSF (Tech&Innovation, BioPrince, Korea, No.BPI-9000)를 1:100 비율로

넣어주었다. in vivo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검사하기 위해 해부 후 곧바로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동결시켜주었다. 1.5 ml microtube 에 150 μl-200 μl 의 protein 

lysis 용액과 일정한 크기의 마우스 피부 조직을 넣고 에탄올로 소독한 가위를

사용하여 잘게 잘라주었다. 이후,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조직 샘플을 각각

균질화 해주었다. 얼음에 30 분 간 넣어준 뒤, 4°C 13500 rpm 에 15 분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시켰다. 침전 후 생긴 조직 찌꺼기를 완전히 제외한

상층액을 1.5 ml microtube 에 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을 BCA assay 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웨스턴 블롯을 하였다.

세포 실험에서는 1 X PBS 를 이용하여 세척 (washing)해준 뒤, 1% SDS lysis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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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S, 10 mM Tris-HCL Ph 8.0, DW)로 세포를 거두어주었다. 샘플 양에 일정한

비율의 5 X sample buffer (1 M Tris-HCL Ph 6.8, 25% Glycerol, 10% SDS, 5% β-

mercaptoethanol, 1% Bromophenol blue, DW)를 넣고 98℃에서 10 분간 끓였다. 

이후 약하게 볼텍싱 (vortexing)한 후 13000 rpm 으로 원심분리 후 웨스턴 블롯을

시행하였다.

적절한 농도 SDS-polyacrylamide gel (30% Acrylamide, 1.5 M Tris-HCL pH 8.8, 10% 

SDS, 10% APS, TEMED)에 샘플을 로딩 해준 뒤, 65V 20 분, 95V 1 시간 25 분간

전기영동을 하였다. 이후, nitrocellulose membrane (NC membrane, 0.2μM (ATTO, 

Japan, AE-6667-N)을 이용하여 한 카세트 당 0.2A, 1시간 10분 간 transfer하였다. 

10 분간 TBS-T buffer (20 mM Tris-HCl pH 7.4, 500 mM NaCl, 0.1% Tween 20)로 간

세척한 뒤, 3% Bovine SerμM Albumin (BOVOGEN Biologicals, Keilor East, Australia, 

No. BSAS 0.1)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그 후 원하는 1 차 항체를 적당한

비율로 희석하여 membrane 에 넣고 4℃ 의 shaker 에서 overnight 으로

반응시켰다. 이때, MITF, β-catenin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Massachusetts, Danvers, USA)에서 구입하여 1:1000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Tyrosinase, Tyrp1, DCT, HSP90 은 Santa Cruz Biotechnology (Texas, Dallas, USA)에서

구입하여, 1:1000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 차 항체를 제거한 뒤, TBX-T 

buffer 로 10 분씩 4 번 세척해주고 (washing) 1 차 항체에 대한 2 차 항체를 5% 

skim milk 에 1:5000 으로 희석하여 넣어준 후에 1 시간 동안 shaker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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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켰다. 그 후 2 차 하체를 제거한 뒤 다시 TBX-T buffer 로 10 분씩 4 번 세척

해주었다. Membrane 현상을 위해서 Amersham™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 (GE Healthcare, USA)를 membrane 에 일정량 묻히고 5 분간

반응시켰다. Membrane 을 현상 카세트에 옮긴 후 암실에서 X-Ray film (AGFA, 

Mortsel, Belgium, CP-BU New)사용하여 현상하였다.

3. Melanin contents

1) Hair melanin contents

마우스 등, 배 피부조직에서 얻은 1.5 μg 을 각각 1.5 ml microtube 에 옮겨주었

다. 각 샘플 당 1 ml NaOH를 넣어 85℃에서 4시간 끓여주었다. 이후, 12,000 rpm

에 5 분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시켜주었다. 한 개의 sample 당 3 개씩 분

배하여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를 이용하여 475 nm 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TRIB3 overexpression, Knock down mel-ab cell melanin contents

Mel-ab 세포에서 TRB3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에 따른 멜라닌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12 well cell plate 에 1 well 당 3X105 개로 넣어 24 시간동안 37℃,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배양한 후, 조건에 맞게 96 시간 동안 약물을 처

리하였다. 이때, 배지는 24 시간마다 바꿔주었다. 약물처리 96 시간 후, cold PBS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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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을 해준 뒤, 1 well 당 1 N NaOH 350 μl 를 넣어준 후, 세포가 용해되도록

shaker 에 10 분이상 incubation 시켰다. 1.5 ml microtube 에 옮긴 뒤 98℃에서 30

분간 끓여주었다. 한 개의 sample 당 3 개씩 분배하여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를 이용하여 40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단백질 양의 사용을 위해 모든 sample 은 BCA assay 를 진행하였고, 이 값으로 단

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계산해주었다.

4. mRNA 발현분석

Total RNA 는 FavorPrep Blood/Cultured Cell Total RNA Purification Mini Kit 

(FAVORGEN Biotech, Taiwan, No.FABRK001)를 사용하여 Mel-ab 세포와 마우스 피

부조직에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 는 Nanodrop200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etts, USA)을 이용하여 농도를 정량하였다. RNA 는 RNase 

Free Water (WELGENE, Gyeongsan-si, Korea, No.ML019-01)를 이용하여 100 ng/μl

로 희석하였고, 그 중 700 ng 을 취해 cDNA 합성에 이용하였다. 희석된 RNA 를

65℃에서 5 분간 처리한 후 한 개의 샘플 당 Random Primer Mix 0.5 μl, Enzyme 

Mix 0.5 μl, 5X RT Buffer 2 μl (Toyobo Co. Ltd, Japan)을 넣어 37℃에서 1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98℃ Heat block 에 5 분간 처리 후 190 μl 의 멸균된 DW 를 넣어주

었다. LightCycler 480 Multiwell Plate 96 White (Roche Life science, Penzberg, 

Germany, No.04 729 69 001)에 1 well 당 700 ng 의 cDNA 와 6 μl Thuderbird SYBR 



16

qPCR Mix (Toyobo Co., Ltd, Osaka, Japan, No.816800)와 각 조건에 따른 10 pmol

의 Forward Primer 와 Reverse Primer 를 넣은 후 약하게 원심분리 후 LightCycler 

480 Instrument ll (Roche Lifer Science, Penzberg, Germany, No.05015278001) 기계

를 사용하여 SYBR Green l 96-ll Run Templates 로 qPCR 를 진행하였다. 이 때

cycle 은 pre-incubation 95℃ 5 분, Ramp Rate 4.4℃/s 로 설정하였고 amplification

은 95℃ 10 초, Ramp Rate 4.4℃/s, 60℃ 10 초, Ramp Rate 2.2℃/s, 72℃ single 

acquisition Mode 15 초, Ramp Rate 4.4℃/s 를 40 cycle 시행하였다. Melting curve

는 95℃ 5 초, Ramp Rate 4.4℃/s, 65℃ 1 분, Ramp Rate 2.2℃/s, 97℃ Continuous, 

Acquisitions 5per℃로 설정하였다. Cooling 은 40℃ 30 초, 2.2℃/s Ramp Rate 로 설

정하였다.

Primer Sequence (5’-3’)

mL32-F 5’-AGA TCC TGA TGC CCA ACA TC-3’

mL32-R 5’-CAG CTC CTT GAC ATT GTG GA-3’

mMITF-F 5’-TGA AGC AAG AGC ATT GGC TA-3’

mMITF-R 5’-TCC ACA GAG GCC TTG AGA AT-3’

mTyrosinase-F 5’-TTA TGC GAT GGA ACA CCT GA-3’

mTyrosinase-R 5’-ACT GGC AAA TCC TTC CAG 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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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yrp1-F 5’-TCA CTG ATG CGG TCT TTG AC-3’

mTyrp1-R 5’-CTG ACC TGG CCA TTG AAC TT-3’

mDCT-F 5’-TCC TAA CCG CAG AGC AAC TT-3’

mDCT-R 5’-TCT CCA TTA AGG GCG CAT AG-3’

mTRIB3-F 5’-GGA ACC TTC AGA GCG ACT TG-3’

mTRIB3-R 5’-TCT CCC TTC GGT CAG GCT GT-3’

mβ-catenin-F 5’-GCT TCT GGG TTC CGA TGA TA-3’

mβ-catenin-R 5’-CTT GGC ACA CCA TCA TCT TG-3’

표 2. qPCR Forward, Reverse Primer List

5. Primary melanocyte culture

Primary melanocyte 세포는 Human Melanocyte Growth Supplement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hetts, USA, No.S0025)를 첨가한 Medium254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hetts, USA, No.M254500) 배지에서

37℃,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생후 1 일된 대조군과 실험군 마

우스의 피부조직을 얻어 멸균된 1X PBS 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이후 Dispase® 

II (Sigma-Aldrich, USA, No.42613-33-2)를 10 mg/ml 로 1 X PBS 에 일정량 희석해

준 용액 3 ml 을 60 mm petri dish 에 넣어주고 피부조직의 진피부분이 아래를 향

하도록 펼쳐준 뒤 1 시간 30 분간 37℃에서 incubation 시켜주었다. 이후, 멸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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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를 사용하여 표피부분만 떼어낸 뒤 1.5 ml microtube 에 넣어주었다. 각 샘플

당 0.25% Trypsin-EDTA (Gibco, NY, USA, No.T4049-500ml)을 700 μl 넣어준 뒤 37℃

200 rpm shaker 에 10 분간 incubation 시켜주었다.

이후, 각 샘플 당 1.5 ml 의 Medium 254 배지를 넣어주고 10 회 이상 pipetting

을 해주었다. 100 μM pore size cell strainer 에 filtering 을 해준 뒤 200 g, 10 분간

centrifuge 해주었다. 상층액을 제거한 뒤 적당량의 배지로 cell 을 풀어주고 150 

파이 plate 에 14X106 개 깔아주었다. 배지는 72 시간마다 교체하였으며, 37℃,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6. 조직 파라핀 블록 제작

4% paraformaldehyde (PFA)를 조직에 침투시키기 위해 48 시간동안 4% PFA 에

조직을 고정시킨 뒤 파라핀 블록에 조직을 넣고 탈수 과정을 진행하였다. 탈수

과정은 1 X PBS 에 10 분간 3 번 세척한 뒤 차례대로 50% 에탄올, 70% 에탄올, 80% 

에탄올, 90% 에탄올, 95% 에탄올에 상온에서 1 시간씩 교반시키고 100% 에탄올

에서 약 15 시간동안 4℃ 저온실에서 조직을 교반시켜 주었다. 이후 Xylene 에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시킨뒤 파라핀 용액에 조직을 담구어 65℃에서 1 시간

동안 조직에 파라핀을 침투시켜었다. 이 후 embedding 기계를 이용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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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E Staining

조직 파라핀 블록을 이용하여 5 μM 의 두께로 section 한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조직 슬라이드를 60℃ 오븐에 1 시간동안 두어 조직 절편 단면의

파라핀을 녹여주었다. 이후 100% Xylene 에 5 분간 3 번씩 조직 슬라이드를

담구어 남은 파라핀을 완벽하게 제거하였다. 100% 에탄올부터 95%, 90%, 80%, 70% 

에탄올로 5 분씩 2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직을 함수 시켜주었다. 다음으로

흐르는 물에 남은 에탄올을 제거한 뒤, hematoxylin 에 1 분간 염색 후 물로

세척하고 eosin 에 20 초간 염색한 뒤 물에 세척해 주었다. 염색이 끝난 조직은

70% 에탄올부터 차례대로 80%, 90%, 95%, 100% 에탄올 순서로 각 5 분씩 1 회의

탈수과정을 거친 후 xylene 에서 5 분간 1 회 처리한 뒤 슬라이드에 permount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No.121540) 1-2 방울을 떨어트려 주고 커버

슬라이드로 덮어주어 염색을 완료하였다. 이 때 조직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 슬라이드를 덮어줄 때 공기방울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해 주었고, 상온에

하루동안 두어 용액이 다 마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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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래프는 Mean with SEM 을 사용하여 나타냈으며, p-value

값은 unpaired student’s t-test (and nonparametric tests)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고, 

p<0.05, p<0.01, p<0.001 을 각각 *, **, ***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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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RIB3 유전자 결핍에 의한 멜라닌 함량 감소

TRIB3 knockout 마우스에 대한 genotyping PCR 을 수행하여 마우스의

genotype 을 확인하였다 (표 2, 그림 4). 이 실험에서는 대조군으로 C57BL/6J 마우

스를 사용하였고 실험군으로는 TRIB3 knockout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TRIB3 유전

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마우스의 표현형은 모발의 색깔이 agouti 색을 나타낸다

(그림 5).  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의 등과 배에서 모발을 채취한 뒤 멜라닌의 함

량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멜라닌 함량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또한, 

TRIB3 knockout 마우스의 등 모발이 agouti 색과 검은색의 혼합되어있음을 현미

경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 이와 같은 결과는 TRIB3 가 멜라닌 생합성

기전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가설에 결정적 근거를 제시한다.

마우스 모발의 색소 형성은 모낭의 성장 주기를 기반하여 일어난다 (그림 3). 

따라서 초기 아나젠, 중기 아나젠, 텔로젠 시기의 마우스 피부 조직 (생후 1 일, 7

일, 30 일)을 채취하여 시기별로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TRIB3 유전자가 특이적으로 제거된 실험군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

의 피부 조직에서 웨스턴 블롯과 qRT-PCR 을 통해서 MITF, tyrosinase, β-catenin, 

TRIB3 유전자의 mRNA 와 단백질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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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cyte 의 증식이 일어나는 생후 1 일째 마우스 피부 조직에서 MITF, 

tyrosinase 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후 1 일

피부 조직에서 fontana-masson 염색을 통해 모낭 속 멜라닌의 정도를 비교 분

석하였다. TRIB3 유전자를 결핍시킨 마우스의 피부 속 모낭에서 멜라닌이 유의

미하게 감소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0). 뿐만 아니라 생후 1 일째의 실험군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의 피부 조직을 분리하여 primary melanocyte 를 배양하

였다.  TRIB3 knockout 마우스의 primary melanocyte 가 대조군 마우스보다 멜라

닌 함량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이를 현미경을 통해 멜라닌 분포를 관찰하였

다 (그림 17). 뿐만 아니라, 배양한 primary melanocyte 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관

여하는 유전자 (MITF, tyrosinase)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생후 1 일째 조직과

초기 배양 세포 모두에서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있었다. 

1 주령 마우스와 4 주령 마우스는 중기 아나젠과 텔로젠 시기를 나타낸다. 이

시기에 마우스의 피부조직에서 웨스턴 블롯과 qRT-PCR 을 통해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생후 1 일째 조직과 마찬가지로

TRIB3 유전자 발현과 비례하여 유의미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RIB3 knockout 마우스 모발의 멜라닌 감소가 TRIB3 유전자 결핍에 따라 간접

적 혹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MITF, tyrosinase)의

발현 감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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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3 발현 감소에 따른 keratinocyte 의 증식 및 분화 감소

모발의 색소 형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melanocyte 의 활성 저하 혹은

keratinocyte 의 증식 및 분화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27]. 또한, 모발 색소 형성은

모낭성 melanocyte 뿐만 아니라 matrix 에 위치한 kkeratinocyte, dermal papilla 

fibroblast 와 같은 세포의 복잡한 cross-talk으로 인한 결과로써 이뤄진다 [6]. 따라

서 melanocyte 와 keratinocyte 의 공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여 멜라닌 함량 정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TRIB3 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킨 keratinocyte 에서 TRIB3

의 발현이 80% 감소됨을 qRT-PCR 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6). 또한 melanocyte

와 TRIB3 knockdown keratinocyte 를 공배양 했을 때 멜라닌의 함량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6). 이는 kkeratinocyte 의 증식과 분화의 이상이 관찰되는 것을

볼 때 그에 따른 파라크라인 효과나 직접 멜라닌세포와 세포간 상호작용의 결과

로 색소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먼저 TRIB3 knockdown 

keratinocyte에서 세포의 증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4시간마다 세포 수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TRI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keratinocyte 에서 증식이 감소됨을 확

인하였. (그림 7). Keratinocyte 의 TRIB3 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멜라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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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3 발현 조절에 따른 melanocyte 활성 및 멜라닌 생합성 변화

멜라닌을 공급하는 melanocyte 의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RIB3 유전자의 발

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 Mel-ab 세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TRIB3 유전자는

소포체자극 (ER stres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슈도카

이네이즈로 알려져 있으며 TRIB3 단백질은 생성 후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

문에 단백질 회전율이 매우 짧다고 알려져 있다 [49]. 이에 따라 생성된 TRIB3 단

백질의 빠른 분해를 막기 위해 proteosome 억제제인 MG132 (10μM)을 5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합성된 단백질의 분해를 일시적으로 막아 TRIB3 의 발현을 상

대적으로 높인 뒤 TRIB3 의 발현 저하를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9). 

또한, qRT-PCR 을 통해 TRIB3 가 Mel-ab 세포에서 knockdown 이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TRIB3 를 knockdown 시킨 Mel-ab 세포에서 멜라닌 생합성을 인위적으로 자극

시키기 위해 FSK (forskolin)을 처리하였다. 멜라닌의 생합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

keratinocyte 에서 α-MSH 를 분비하여 melanocyte 의 MC1R 이 활성화되어 cyclic 

AMP 가 증가됨에 따라 일어난다 [18]. 따라서 우리는 FSK (10μM)을 96 시간 처리

하여 인위적으로 멜라닌의 생합성을 자극시켰다. FSK 에 의해 모두 멜라닌 생합성

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뿐만 아니라 TRIB3 유전자의 발현

감소시켰을 때, 멜라닌의 생합성이 억제된다는 것을 멜라닌 함량 수치와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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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멜라닌 생합성의 감소는

이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FSK 처리

를 하였을 때, 24-72시간 경과 후 MITF, tyrosinase의 발현 수준을 관찰하였다 (그

림 9). 그 결과 FSK 으로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와 주었을 때 모두 TRIB3 의 발현

저해와 비례하여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9). 또한, mRNA 수준에서도 단백질

수준과 비례하여 MITF, tyrosinase 의 발현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뿐만 아니라 TRIB3 knockdown Mel-ab 세포에서 tyrosinase

의 촉매 활성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11). 유멜라닌에서 피오멜라닌 생합성

으로 전환하는 주요 조절 메커니즘에 있어서 tyrosinase 의 촉매 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8] TRIB3 의 발현 감소가 tyrosinase 의 촉매 활성을 억제하여

유멜라닌을 감소시키고 피오멜라닌 생합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선 실험 실험과 반대로 TRIB3 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높인 Mel-ab 세

포에서 멜라닌 생합성의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 추측하였다. 앞선 실험과 다르게

FSK 을 통하여 멜라닌 생합성을 유도하지 않고 기저 상태에서 비교하였다. TRIB3 

유전자를 과다발현 시킨 Mel-ab 세포에서 멜라닌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

을 멜라닌 함량 수치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12). 또한, mRNA 와

단백질 모두에서 기저 상태의 TRIB3 발현과 비례하여 MITF, tyrosinase 의 발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TRIB3 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Mel-ab 

세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TRIB3 유전자 발현에 따라 melanocyte 의 활성



26

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생합성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TRB3 와 β-catenin 의 상관 관계에 따른 MITF 발현 조절

우리는 앞선 실험 결과를 통하여 멜라닌 생합성에 밀접하게 연관된 MITF의 발

현이 TRIB3 의 발현과 비례하여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MITF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 체계와 TRIB3 의 연관성에 대해 고려하였다. 사전 연

구에 따르면 CREB 의 활성에 따라 MITF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MITF/CREB 활성 경로와 TRIB3 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TRIB3 를

knockdown 시킨 Mel-ab 세포에서 p-CREB 의 발현을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발

현의 차이가 보이지 않음을 통하여 CREB/MITF 신호 체계와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TRIB3 와 β-catenin 의 직접적인 결합이 대장암에서 표적 유

전자의 전사인자로써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 [46]. 뿐만 아니라

β-catenin 과 MITF 는 서로 결합하여 MITF 의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47].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TRIB3 가 β-catenin 과 직접적 혹

은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β-catenin 의 하위 시그널에 존재하는 표적 유전자

인 MITF 의 발현에 기인하는 가능성을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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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과를 통하여 TRIB3 를 knockdown 시킨 Mel-ab 세포에서 β-catenin 의

mRNA 와 단백질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됨을 알아냈다 (그림 9-10). 뿐만 아니라

TRIB3 knockout 마우스의 피부조직에서 β-catenin 의 단백질 발현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14-16). β-catenin 의 발현은 모발의 색소 형성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 [45]를 바탕으로 TRIB3 의 발현과 비례하여 β-

catenin 의 발현이 조절된다는 결과는 TRIB3 유전자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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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TRIB3 가 결핍된 마우스를 통해 TRIB3 유전자가 모발의 색소 형성을

조절하는 melanogenic factor 로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검은색 모발의 C57BL6/J 

마우스 유전적 배경 (genetic background)을 갖는 TRIB3 knockout 마우스의 모발

은 멜라닌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인 MITF, 

tyrosinase 의 발현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TRIB3 유전자의 결핍에 의하여

멜라닌 생성 과정이 억제 혹은 간섭을 받는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TRIB3 knockout 마우스는 C57BL6/J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피부색

자체에는 차이가 없고 오직 모발의 색깔만 차이가 보였다. 모낭에서는 TRIB3 유

전자와 같은 melanogenic factor 가 없으면 멜라닌 형성에 영향이 중대해서 털의

멜라닌 생합성 저하가 유도된다. 하지만 표피 melanocyte 의 경우는 다른 풍부한

paracrine factor 로 인하여 보상되거나 CREB 경로와 같은 melanogenesis 와 관련

된 기작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여 보상되기 때문에 피부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피와 모낭의 melanocyte, keratinocyte 의 성질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표피성 melanocyte 과 달리 모낭성

melanocyte 는 모낭의 성장 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으며, 주변에 위

치한 keratinocyte 의 세포 수에도 차이가 있다. 멜라노좀이 주변에 위치한

keratinocyte 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하지만 모낭성 melanocyte 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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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완전한 성숙 단계인 4 단계 멜라노좀 (stageIV melanosome)이 높은 비

율로 분포하지만 표피성 멜라노사이트의 경우 성숙한 멜라노좀을 즉시

keratinocyte 로 신속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비율로 분포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28]. 이와 같이 표피성과 모낭성 melanocyte 의 성질 및 멜라닌 생

합성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모낭성 melanocyte 에서 TRIB3 유전

자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연구에 따르면 모발의 색소 형성은 모낭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세포 간

(melanocyte, keratinocyte, fibroblast)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

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Mel-ab 세포, human keratinocyte, human 

dermal fibroblast 에서 TRIB3 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면 이는 TRIB3 가 모든 세포에

공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TRIB3 결핍에 따른 멜라닌 생성 억제의 원인에 대하여 2 가지 가능성을 설립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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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lanocyte 와 keratinocyte 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인자 [35]

먼저, 첫번째 가능성인 keratinocyte 의 증식 이상에 대해 고려하였다. 모낭 속

에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1개의 melanocyte당 5개의 keratinocyte가 위치하기 때

문에 이러한 환경을 모방(mimic)하여 공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Melanocyte 와

TRIB3 를 knockdown 시킨 keratinocyte 를 공배양 했을 때 멜라닌의 생합성이 유

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FSK을 처리하여 melanocyte 의 멜라닌

생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RIB3 knockdown keratinocyte 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전히 멜라닌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keratinocyte 의 증식 자체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통하여 TRIB3 유전자가

keratinocyte 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여 melanocyte 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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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생합성을 줄이게 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발 속 멜라닌

의 생합성은 그림 3 과 같이 자가 분비 (autocrine) 혹은 파라크린 (paracrine) 메

커니즘을 통해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등과 같은 여러가

지 물질에 의해 조절되고 호르몬 신호에 의해 변형되기도 한다 [35, 51]. 특히, 

keratinocyte 의 Foxn1 (forkhead boxn1)과 p53 유전자는 각각 FGF2 (fibroglast 

growth factor2)와 POMC 로 파생되어 melanocyte 의 성장과 기능을 촉진시켜

pigmentation 을 유발한다고 알려져있다 [35]. 따라서 keratinocyte 증식 억제와 더

불어 keratinocyte 가 분비하는 성장인자 등의 물질이 melanocyte 의 멜라닌 생합

성에 미치는 영향을 TRIB3 의 유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려한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TRIB3 가 in vivo 의 모낭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국

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primary keratinocyte 를 배양하여

증식의 차이를 밝히고 앞서 말한 사이토카인, 성장 인자등의 발현 차이를 보는

것이 요구된다.

두번째 가능성은 melanocyte 의 활성 저하로 인한 멜라닌 생합성 감소이다. 

Melanocyte의 활성에 이상이 생기면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의 균형이 깨져서 색

소 형성의 저해가 일어난다. 또한 피오멜라닌 생합성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정확

한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는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발의 switch-

pigmentation 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tyrosinase 활성의 감소인데 피오멜라닌

생합성은 확실히 더 낮은 tyrosinase 활성을 나타낸다 [35].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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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우리는 TRIB3 의 발현을 억제시킨 melanocyte 에서 tyrosinase 활성이 유의

미하게 감소됨을 보였다. 또한 우리는 TRIB3 knockdown melanocyte 와 생후 1 일, 

7 일 30 일째 TRIB3 knockout 마우스 피부 조직에서 tyrosinase 발현이 유의미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TRIB3 가 MITF 와 그 하위 시그널인 tyrosinase 의 발

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선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TRIB3 의 발현을 조절한 melanocyte 에서 MITF 와

β-catenin 의 발현이 TRIB3 의 발현과 비례하여 증가 혹은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TRIB3 knockout 마우스의 피부 조직에서 β-catenin 의 발현이 감소됨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RIB3 와 β-catenin 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TRIB3 와 β-catenin 이 결합하여 대장암

세포 내의 전사 인자로써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14]. 뿐만 아니라

MITF/β-catenin 신호에 대한 연구 [6,25]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

험 결과와 사전 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TRIB3/β-catenin/MITF 신호 체계를 통해

MITF 의 발현이 조절됨에 따라 멜라닌 생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TRIB3 와 β-catenin 의 직

접적 결합에 의한 것인지 TRIB3 가 β-catenin 의 발현을 조절하는 또 다른 전사인

자의 역할을 억제 혹은 간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요구된다.

멜라닌 생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MITF 의 조절은 색소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지만 MITF 발현 조절 및 기능의 인지는 여전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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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다. 따라서 MITF 조절을 위한 TRIB3 와 β-catenin 의 상관관계는

melanocyte biology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진보라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TRIB3 가 멜라닌 생합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

절자로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이는 조기 백모증, 백반증이나 저색소

증과 같은 피부질환이나 상태를 개선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피오

멜라닌은 유멜라닌보다 UV 에 의한 손상에 더 민감하여 활성산소를 공급하기 때

문에 [35] 이를 제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

화에 따른 graying of hair 에 있어서 TRIB3 유전자는 모발의 색소 형성 조절자 역

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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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RIB3 knockout 마우스의 genome 구조 및 genotyping 결과

TRIB3 primer 를 이용한 genotype 을 통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유전자형을 확

인하였다. Genotype 은 마우스의 꼬리에서 얻은 genomic DNA 를 사용하였고, 1.5% 

agarose gel 에서 전기 영동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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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RIB3 마우스의 표현형과 모발 멜라닌 컨텐츠

마우스에서 약 1.5g 의 모발을 채취한 뒤 1N NaOH 를 사용하여 85℃에서

멜라닌을 녹여 준 뒤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슬라이드에 모발을

퍼마운트 용액으로 고정시켜준 뒤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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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배양 시스템 (Mel-ab 세포와 TRIB3 knockdown keratinocyte)에서

TRIB3 발현에 따른 멜라닌 함량 비교

공배양 시스템에서 96 시간 동안 FSK (10μM)을 처리하였다. 이 후, 1N NaOH 로

걷어, 흡광도를 정하였다. BCA Assay 로 정량을 실시하여, 단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그래프로 나타냈고, 현미경을 통하여 멜라닌 분포를 관찰하였다.

TRIB3 knockdown 세포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과 TRIB3 knockdown 

세포에서 1% SDS Lysis Buffer 를 이용하여 걷어 준 후, 웨스턴 블롯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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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I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keratinocyte 의 시간에 따른 세포 수 변화

TRIB3 를 knockdown 시킨 keratinocyte 에서 세포의 증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를 seeding 한 후, 24-72 시간동안 24 시간마다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총 3 번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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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I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Mel-ab 세포의 멜라닌 생합성 비교 분석과 그

에 따른 현미경 관찰

TRIB3 knockdown Mel-ab 세포에서 FSK (10μM)을 96시간동안 처리한 후, 1N 

NaOH로 거두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BCA Assay로 정량을 실시하여, 단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 멜라닌 분포를

관찰하였다.



41

그림 9. TRI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Mel-ab 세포에서 MG132 와 FSK 처리에 따른

단백질 발현

TR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Mel-ab 세포의 knockdown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MG132 (10μM)을 5 시간 처리하였으며 FSK (10μM)을 24-96 시간 동안 처리하여

1% SDS Lysis Buffer 로 걷어준 뒤 웨스턴 블롯을 시행하였다. 이 때, HSP90 을

loading control 로 사용하였다. TRIB3 knockdown Mel-ab 세포에서 FSK (10μM)을

처리한 후 24-96 시간 후 1% SDS Lysis Buffer 로 걷어 준 후 웨스턴 블롯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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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RIB3 발현을 저하시킨 Mel-ab 세포에서 FSK 처리에 따른 mRNA 발현

변화

TRIB3 knockdown Mel-ab 세포에서 FSK (10μM)을 72 시간까지 처리해준 후, 각

각 시간에 맞춰 걷어주었다. 이후, RNA 를 추출하여 cDNA 합성 후 qPCR 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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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RIB3 의 발현을 저하시킨 Mel-ab 세포에서 Tyrosinase 활성 측정

TRIB3 knockdown Mel-ab 세포에 FSK (10μM)을 96 시간 처리한 후, tyrosinase 

lysis buffer 로 걷어 mild 하게 세포를 용해시켜 주었다. 이후, BCA Assay 로 정량

을 실시하여 단백질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준 후, L-DOPA 를 넣어준 뒤,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F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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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RIB3 를 과다발현시킨 Mel-ab 세포의 멜라닌 생합성 비교 분석과 그에

따른 현미경 관찰

TRIB3를 과다발현 시킨 Mel-ab 세포에 FSK (10μM)을 96시간동안 처리한 후, 1N 

NaOH로 거두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BCA Assay로 정량을 실시하여, 단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 멜라닌 분포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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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RIB3 를 과다발현시킨 Mel-ab 세포의 단백질 및 mRNA 발현 확인

TRIB3 를 과다발현시킨 Mel-ab 세포에서 웨스턴 블롯과 qPCR 을 통해 TRIB3 및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MITF, tyrosinase)와 β-catenin, TRIB3 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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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후 1 일째 TRIB3 마우스의 피부조직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웨스턴 블롯 및 qPCR

생후 1 일째 (P1) 되는 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 피부 조직 내의 단백질 양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과 qRT-PCR 을 하였다. Housekeeping 단백질로

는 HSP90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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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 주령 TRIB3 마우스의 피부조직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

질 웨스턴 블롯 및 qPCR

1 주령 (P7)의 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 피부 조직 내의 단백질 양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과 qRT-PCR 을 하였다. Housekeeping 단백질로는

HSP90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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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4 주령 TRIB3 마우스의 피부조직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웨스턴 블롯 및 qPCR

4 주령 (D30)의 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 피부 조직 내의 단백질 양을 비교 분

석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롯과 qRT-PCR 을 하였다. Housekeeping 단백질로는

HSP90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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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RIB3 마우스의 피부 조직에서 배양한 primary melanocyte 의 멜라닌

생합성 비교와 그에 따른 현미경 관찰

생후 1 일째 TRIB3 마우스 실험군과 대조군 피부 조직에서 primary melanocyte

를 배양한 뒤 1N NaOH 로 거두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BCA Assay 로 정량

을 실시하여, 단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 멜라닌 분포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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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TRIB3 마우스의 피부 조직에서 배양한 primary melanocyte 의 mRNA 

발현 비교

TRIB3 마우스의 피부 조직에서 primary melanocyte 를 분리하여 키운 후 멜라

닌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와 TRIB3, β-catenin 의 mRNA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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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RIB3 마우스의 피부 조직에서 배양한 primary melanocyte 의 웨스턴

블롯

TRIB3 의 피부조직에서 배양한 primary melanocyte 를 1% SDS Lysis buffer 로 걷

어준 뒤, 웨스턴 블롯을 시행하였다. Housekeeping 단백질로는 HSP90 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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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RIB3 마우스 피부조직에서 fontana-masson 염색

생후 1 일 (P1), 1 주령 (P7), 4 주령 (P30) 마우스의 피부 조직을 채취하여 피부

조직의 모낭 속 멜라닌을 fontana-masson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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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령별 TRIB3 마우스 피부조직에서 hematoxylin 과 eosin 염색 (H&E 

staining)

생후 1 일 (P1), 1 주령 (P7), 4 주령 (P30) 마우스의 피부 조직을 채취한 뒤

hematoxylin 과 eosin 으로 핵을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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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lanocyte synthesize melanin, which becomes an important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pigmentation of skin and hair. Melanin is physiologically an 

important factor in protecting the skin from UV radiation. However, over-produced 

and accumulated melanin causes pigmentation disorders such as 

hyperpigmentation, black spots, freckles, and spots after inflammation.

TRIB3 gene is expressed in various tissues (liver, fat, heart, muscle, etc.), and it is 

an important regulator in cancer formation and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metabolic and neurological disease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overexpression of the TRIB3 gene in the lesion site of psoriasis patients. For 

decade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genes and pigmentation in hair, but no studies have shown that TRIB3 is associated 

with pigmentation.

Here, we were observed that the color of the mouse hair from which the TRIB3 

gene with the C57BL6/J genetic background was specifically removed had an 

Agouti color instead of black. This phenotype can be inferred for the decrease in 

melanin synthesis due to the TRIB3 gene deficiency. It was found that by regulating 

TRIB3 expression in melanocytes, melanin biosynthesis was regulated. In addition, 

skin tissue and hair were collected from mice from which the TRIB3 gen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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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d, and found that genes related to melanin biosynthesi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t the RNA and protein levels.

Based on these results, targeting the TRIB3 gene could suggest a solution to 

diseases related to pig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cise mechanism by which the TRIB3 gene directly or indirectly 

regulates hair pigmentation.

<key word> : TRIB3, hair pigmentation, MITF, β-catenin, melanocyte, keratin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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