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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Melanocyte 에 존재하는 melanosome 에서 멜라닌이 합성되고 이렇게 합성된 

멜라닌은 피부와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멜라닌은 생리학적으로 

자외선(UVR)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과도하게 생산되고 

축적된 멜라닌은 염증 후 과색소침착, 흑색점, 주근깨, 기미 등의 색소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melanin 생합성을 줄이는 

것이 피부 미용과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cosmeceuticals 의 목표였다. 

UVR 은 순차적으로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 CREB 을 활성화시켜 melanogenesis 에 관여하는 MITF 와 그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연속적으로 촉진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Rf 

가 melanocyte 와 UV-irradiated ex vivo human skin 에서 Forskolin (FSK) 또는 

UV-stimulated melanogenesis 를 현저하게 억제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f 가 cellular tyrosinase activity 와 MITF, tyrosinase, Tyrps 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FSK 또는 CREB-regulated transcription coactivator 3 (CRTC3) 

의 overexpression 에 의해 증가된 MITF 프로모터 활동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FSK 에 의해 유도된 p-CREB 과 PKA activity 의 증가가 Rf 에 의해 완화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진세노사이드 Rf 는 CREB/MITF 경로 억제를 통해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색소침착 치료제 개발에 있어 치료 성분으로 고려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anti-pigmentation agent, CREB/MITF 경로, 진세노사이드, Panax 

ginseng,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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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Melanogenesis 

 인간의 피부는 신체의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인체를 외부 환경으로부

터 분리해 미생물의 감염을 막아주는 면역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외에도 화학적, 

물리적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장벽으로써 기능한다. 그 외에도 

피부는 외부 환경을 지각하게 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시키게 하며 신진대사를 조

절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체의 기관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적외선 및 가시 광선들은 피부세포에서 슈퍼옥사이

드 (superoxide, • O 2-), 일중항산소 (singlet oxygen, 1O 2), 하이드록실라디칼  

(hydroxyl radical, •OH) 등의 높은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를 만

들어 염증, 주름, 홍반 등의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 [1].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는 색소 침착이라는 기작을 사용한다. 

 포유류의 피부, 털, 눈의 색을 결정하기도 하는 멜라닌은 subcellular lysosome-

like organelles인 melanosome에서 합성되는데, 이 melanosome은 melanocyte 

또는 망막색소상피세포들에 존재한다 [2]. 이 색소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으로

부터 우리의 눈이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멜라

닌은 Melanogenesis라고 하는 일련의 복잡한 효소적, 화학적 촉매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유전적, 생화학적, 약리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Melanocortin 1 receptor (MC1R) 

이 멜라닌 생성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3][4]. MC1R은 class A 

G-protein-coupled receptors 중에 하나로, Eumelanin의 합성은 MC1R receptor 의 

agonist인 Alpha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와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이 MC1R을 자극하여 이루어진다. ACTH는 뇌하수체에서, α-MSH 

는 epidermal keratinocytes에서 precursor protein인 pro-opiomelanocortin 

(POMC)의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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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자외선은 POMC gene의 발현에 있어 자극성 인자로 작용한다. 피부

에 자외선이 조사되면 keratinocyte에서 p53의 활성화로 POMC의 전사가 증가하

며 [7] 이는 POMC peptide의 생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8]. 이 경로는 UV 노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피부의 생리적 적응에 있어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경로이다. α-MSH 또는 ACTH에 의해 활성화된 MC1R는 cAMP의 합성을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pheomelanin을 eumelanin으로 전환시킨다 [4].  

 

Melanin synthesis 

 멜라닌의 합성은 L-tyrosine을 L-3-(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DOPA-quinone (DQ)으로 산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두 반응은, rate-

limiting enzyme인 Tyrosinase (TYR)에 의해 촉매 되는데 이는 생리학적 pH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DOPA-quinone이 cysteine이나 glutathione과 반응

하면 5-S-cysteinyl-DOPA와 2-S-cysteinyl-DOPA를 생성시킨다. 이는 pheomelanin 

(red-yellow soluble polymer)으로 변환된다. thiol compound가 결핍된 DOPA-

quinone은 자발적으로 DOPA Chrome 으로 산화되며, DCT라고 불리우는 

tyrosinase-related protein 2 (TRP2)는 dopachrome을 5,6-dihydroxyindole-2-

carboxylic acid (DHICA)로 이성질화 시킨다. tyrosinase-related protein 1 (TPR1) 은 

DHICA 를 indole-5,6-quinone-2-carboxylic acid로 산화시켜 eumelanin (brown-

black or dark insoluble polymer)을 만들어낸다 [9]. 앞서 언급한 멜라닌 합성에 관

여하는 효소들은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의 mRNA 

상에서 조절되며 [10], TRP-1과 TRP-2는 TYR의 활성과 안정성을 높여준다. 최종

적으로 pigmented melanosome은 melanocyte의 dendrite tip의 cell membrane 

에서 주변의 keratinocyte로 이동된다 [11]. 이렇게 이동된 melanosome은 유해한 

UV 의 radiation에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빛에 노출 되는 쪽의 핵 부분에 위치

되어 세포의 DNA를 보호한다[12].  

 

Melanin synthesis Signaling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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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clic AMP signaling pathway  

α-MSH가 MC1R에 결합하면 Adenylate Cyclase (AC)를 자극시켜 세포 내 

secondary messenger인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의 농도를 

높인다. 이 cAMP는 protein kinase A (PKA)를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된 PKA는 

cAMP response element protein (CREB)의 serine 133을 인산화시켜 형태 변화를 

야기시키며, P300과 CREB-binding protein (CBP)이 CREB을 도와 CREB의 target 

유전자 전사 활성도를 높인다. 그 중에서도 Melanogenesis와 관련해서는 master 

regulator인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promoter 속에 

존재하는 CRE sequence에 결합하여 MITF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MITF는 TYR, TRP-1, TRP-2의 promoter region에 존재하는 M-box 

에 결합하여 이들의 전자를 조절한다 [13]. 또한 MITF는 melanocyte의 분화, 

색소형성, 세포 증식과 생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5][16]. 

 

2) SCF-KIT signaling pathway 

Stem cell factor (SCF)는 Keratinocyte와 fibroblasts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로  

Tyrosine-protein kinase Kit receptor (KIT, CD117)의 ligand로 작용한다. SCF가 KIT 

에 결합하면 수용체가 이합체를 형성하고, 자가인산화 과정을 통해 활성화 되어 

Src protein, GRB2 (growth factor receptor-bound protein 2), nucleotide exchange 

factor SOS, Ras를 차례로 인산화 시킨다. 그 이후 Raf-1과 MAPK신호 경로를 

활성화 시킨다 [17][18]. 이 일련의 과정은 MITF의 인산화를 야기시키고, CREB에 

CBP/P300를 recruitment 시켜 [19] 최종적으로는 Tyrosinase, TPR-1, TPR-2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10]. 

 

3) PI3K/Akt signaling pathway 

세포 내 cAMP는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를 억제하여 

phosphorylated Akt (activation)를 줄인다. 그로 인해 GSKβ의 인산화가 

감소하면서 glycogen synthase kinase 3β (GSKβ)가 활성화되고, 활성화 된 GSK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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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ITF를 인산화시킨다. 인산화된 MITF는 TYR-related gene의 promoter에 

존재하는 M-box에 결합하게 되어 melanogenesis를 일으킨다 [20]. 

 

4)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 

 Wnt는 MITF 발현과 관련해 melanogenesis를 조절하는 경로 중 하나이다. 이 

신호 경로에서 Wnt는 Frizzled라 불리우는 G-protein-coupled receptor와 

결합하고 GSK3β를 불활성화 시켜 세포질 내 β-catenin을 축적시킨다 [21]. 

이렇게 축적된 β-catenin은 핵 내로 이동하여 lymphoid-enhancing factor-1/T cell 

factor (LEF-TCF)라는 transcription factor와 complex를 이뤄 MITF의 발현을 

증가시켜 melanogenesis를 일으킨다 [22-23]. 

 

Melanosome transfer mechanism 

Melanocyte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많은 melanin이 melanosome에서 생성되어 

근접해 있는 keratinocyte로 이동한다 [24]. 하나의 melanocyte는 30-40 개의 

keratinocyte에 둘러 쌓여 있는데, melanosome은 melanocyte의 dendrite를 통해 

keratinocyte의 세포질로 이동하게 된다 [4][25]. 이 때 melanocyte의 dendrite는 

melanosome trafficking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고 melanin을 keratinocyte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6]. melanosome이 이동하는 데 있어 exocytosis, 

cytophagocytosis, plasma membrane fusion과 같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melanin transfer mechanism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GINSENG & GINSENOSIDE 

 인삼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인삼속 (panax)에 속하며, panax라는 명칭은 

그리스어로 치유의 뜻을 담고있다. Panax 속에 속하는 식물은 13종류가 있고 그 

중 Panax ginseng, American ginseng, Vietnamese ginseng, Japanese ginseng, 

Pseudoginseng이 다섯 가지 종류가 치료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사포닌 (saponin)은 식물계에 존재하는 배당체로써, 그리스어로 비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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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Sapona에서 어원이 유래되었다. 인삼에는 다른 식물과 구별되는 

인삼만의 사포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진세노사이드 (ginsenoside) 라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ginsenoside)라는 용어는 인삼을 뜻하는 ‘ginseng’과 배당체를 

뜻하는 ‘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서 분리된 배당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의 품종과 가공 방법 (고온, 고압 처리) 에 따라 고유한 

진세노사이드를 함양하고 있는 인삼의 생리활성 물질로써 현재 100여가지의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한다. 그들은 화학적 골격 구조에 따라 protopaxadiol 

(PPD) , protopanaxatriol (PPT) , oleanolic acid (OA) , ocotillol로 구분되는데, 여러 

종류의 당 분자들이 이 네 가지 화학적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 

붙음으로써 여러 가지 진세노사이드가 만들어진다. 보통의 진세노사이드는 ‘Rx’ 

로 표시되는데 ‘R’은 뿌리를 의미하며 ‘x’는 크로마토그래피 상에서의 극성을 

알파벳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27]. 극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A가 되고 극성이 

가장 낮은 부분은 H가 된다 [28]. 단일의 혹은 혼합된 진세노사이드는 많은 

약리학적 역할을 수행한다[29]. 인삼은 가공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백삼과 

홍삼으로 분류된다. 백삼은 인삼의 표피를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인삼을 말하고, 홍삼은 수삼형태의 인삼을 증숙 또는 팽숙 시켜 만든 

것을 말한다. 증숙 과정을 통해 백삼에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의 주성분인 Rc, 

Rd, Rb1, Rb2, Re와 같은 진세노사이드의 sugar가 가수분해와 탈수반응을 겪어 

백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진세노사이드가 생기거나 구성이 바뀐다. 이런 

제조과정을 통한 인삼의 성분 변화들이 백삼과는 다른 홍삼의 생리 활성 변화를 

유도한다. 인삼은 예로부터 중국, 동아시아에서 수천년에 걸쳐 민간 요법의 

약제로 널리 쓰여져 왔고, 그 이점들을 증명하듯 현재까지 anti-aging, 항산화 

[30], 항암 [31], 항염증 [32], 당뇨 [33], 우울증 [34], 피로 [35], 스트레스 해소 

[36] 에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삼을 이용하여 피부질환을 개선시키려 

하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독성이 낮은 인삼의 천연 생리활성 물질인 

진세노사이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 F2는 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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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와 dexamethasone를 통해 mouse의 귀에 

자극성 피부염을 유도하였을 때 γδ T세포 및 호중구에서 LI-17 및 ROS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피부의 염증을 개선시킴을 보였다 [37]. 진세노사이드 compound K 

는 UVB가 조사된 NUH3T3 세포에서 I 형 콜라겐 발현 수준을 회복시켰으며, 

피부 수화 인자-필라 그린, 트랜스 글루타미나제 및 히알루론산신타제 -1 및 -2-

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의 노화 방지 및 수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가 멜라닌의 형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진세노사이드 Rb1과 Rg1은 CREB pathway의 

활성화를 통해 MITF와 Tyrosinase의 발현을 증가시켜 melanogenesis를 증가 

시켰고 [39], 진세노사이드 Rg3는 ERK의 activation을 통해 melanogenesis를 

감소시킴을 보였다 [40]. 진세노사이드 F1은 melanocyte에 존재하는 

melanosome을 keratinocyte로 이동시키는 것을 막아 미백에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three-dimensional (3-D) human skin equivalent와 keratinocyte-

melanocyte의 cocultured cell model을 이용하여 밝혔으며 [41], Rh4는 세포 내 

cyclic AMP의 level을 하향 조절 하여 CREB의 활성을 감소시켜 MITF와 

Tyrosinase의 저하로 인한 멜라닌 형성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Rb2 [42], 

Rh23 [43]가 멜라닌의 형성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진세노사이드 Rf는 mice에서 

통증을 줄이고 [44], 베타 아밀로이드 (Amyloid-β) 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지녔으나 [45], melanocyte에서 멜라닌 형성에 대해 연구 된 바가 없었다.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스크리닝을 통하여 진세노사이드 Rf가 CREB의 activity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멜라닌의 형성 또한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기작에는 PKA-CREB 신호 경로가 관여하며, Rf의 CREB 활성 억제 

효과가 MITF와 Tyrosinase의 발현 감소로 이어져 멜라닌이 감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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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방법 

1. 재료 

Ginsenoside Rf ((2S,3R,4S,5S,6R)-2-[(2R,3R,4S,5S,6R)-2-

[[(3S,5R,6S,8R,9R,10R,12R,13R,14R,17S)-3,12-dihydroxy-17-[(2S)-2-hydroxy-6-

methylhept-5-en-2-yl]-4,4,8,10,14-pentamethyl-2,3,5,6,7,9,11,12,13,15,16,17-

dodecahydro-1H-cyclopenta[a]phenanthren-6-yl]oxy]-4,5-dihydroxy-6-

(hydroxymethyl)oxan-3-yl]oxy-6-(hydroxymethyl)oxane-3,4,5-triol, BTGin, Daejeon, 

KOREA)와 forskolin (FSK, [3R-(3α,4aβ,5β,6β,6aα,10α,10aβ,10bα)]-5-(Acetyloxy)-3-

ethenyldodecahydro-6,10,10b-trihydroxy-3,4a,7,7,10a-pentamethyl-1H-

naphtho[2,1-b]pyran-1-one, TOCRIS, Bristol, UK)을 모두 DMSO에 녹여 사용하였

다. 

 

2. 세포배양 

HEK-293T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Corning, NY, USA, 

No.SV30010)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Corning, NY, USA, No.35-015-CV)  

와 1 %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 Logan, Utah, USA, No. SV30010) 을 첨가

한 배지를 사용하였고, Mouse Melanocyte (Mel-ab)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Corning, NY, USA, No.SV30010) 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Corning, NY, USA, No.35-015-CV) 와 1%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 

Logan, Utah, USA, No. SV30010)와 100 nM 12-o-tetradecanolyphorbol-13-acetate 

(TPA, Sigma-Aldrich, Missouri, USA, No.16561-29-8)와 1 nM Cholera toxin (CT, 

Cayman chemical, No.23217)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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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생존율 평가 

 세포 생존율은 Mel-ab 세포에서 Thiazolyl blue (MTT, Duchefa, Netherland, No. 

298-93-1)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Mel-ab 세포를 96 well cell culture plate에 well 

당 1x104 개씩 깔아주었고 37℃, 5% CO2 조건을 갖춘 incubator에서 Overnight 

시켰다. 그 후 각 처리 방법에 따라 약물을 처리하였고, 약물 처리 후 매 24 

시간이 경과될 때 마다 새 배지로 교체해주며 다시 각 처리 방법에 따라 Drug 

을 처리하였다. Drug 처리 후 95 시간이 경과했을 때 Thiazolyl blue를 well 당 

10 μg/ml 씩 처리하여 1 시간 동안 37℃, 5% CO2 조건을 갖춘 incubator에서 

incubation 해주었다. 그 후 곧바로 배지를 suction하여 well 당 40 μl 의 DMSO 

를 첨가해 주었고 상온의 shaker에서 10 분 간 두어 바닥 전면을 고루 적시게 

하였다. 그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Melanin content and tyrosinase activity assay 

약물 처리에 따른 멜라닌 함량의 변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mel-ab 세포를 

12 well cell culture plate에 1 well 당 3 × 105 개씩 넣어 37℃, 5%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에 각 조건에 따라 약물을 72 시

간 동안 처리해주었다. 이때, 배지는 24 시간 마다 교체하였으며, 배지의 교체와 

동시에 약물 처리를 해주었다. 약물처리 72 시간 경과 후에는 차가운 PBS로 워

싱을 한 후 350 μl의 1 N NaOH를 넣어 세포를 용해시켰고 98℃ 에서 30 분간 

끓여주었다. 이를 한 개의 sample당 3 개씩 분배하여 microplate reader (Bi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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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양의 사용을 위해 모든 sample은 BCA assay를 진행하였고, 이 값으로 단

위 단백질 당 멜라닌 함량을 계산해주었다. 

약물 처리에 따른 티로시나제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Mel-ab 세포를 6 well cell 

culture plate에 1 well 당 1 × 106 개씩 넣어 37℃, 5%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에 각 조건에 따라 약물을 72 시간 동안 처리해

주었다. 이때, 배지는 24 시간 마다 교체하였으며, 배지의 교체와 동시에 약물 처

리를 해주었다. 약물처리 72 시간 경과 후에는 차가운 PBS 로 워싱을 한 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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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위에서 300 μl 의 Tyrosinase lysis buffer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 1% Triton X-100) 를 넣어 세포를 harvest 하였다. 이후 freeze thawing (LN2 

와 37℃ water) 을 10 회 이상 반복하여 세포가 더 잘 용해되도록 하였고, 4℃ 에

서 10 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해주었다. 상층액을 취해 BCA assay를 진

행하여 단백질 정량을 하였고, 그 값을 이용하여 1000 ng 당 티로시나제 활성을 

계산하였다. 티로시나제 활성은 L-dopa (10 mM) 10 μl와 1000 ng에 해당하는 

sample을 넣어준 후 sample간의 부피의 차이를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을 이용하여 맞추어 주었다. 그 후 37℃, 5%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incubation하며 15 분 간격으로 microplate reader로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Cell-free system을 이용한 티로시나제 활성 측정은 세포 용해물 대신 

Tyrosinase lysis buffer와 5 nM 의 mushroom tyrosinase를 넣고 진세노사이드 Rf 

농도를 맞추어 넣은 후 37℃, 5%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incubation하며 15 

분 간격으로 microplate reader로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웨스턴 블롯 

 얼음 위에서 PBS로 워싱 해준 후 1% SDS lysis buffer (1% SDS, 10 mM Tris-HCl 

pH 8.0, DW) 로 세포를 harvest하였다. 그 후 5 X sample buffer (1 M Tris-HCl pH 

6.8, 25% Glycerol, 10% SDS, 5% β-mercaptoethanol, 1% Bromophenol blue, DW)

를 비율에 맞게 넣어준 후 98℃ 에서 10 분간 끓였다. 이후 약하게 원심분리 후 

웨스턴 블롯을 시행하였다.  

 적절한 % 의 SDS-polyacrylamide gel을 만들어 샘플을 로딩 해주었고, 65 V에서 

20 분, 100 V 에서 1 시간 20 분 간 전기 영동을 차례로 시행하였다. 이후 

Transfer membrane (NC Membrane, 0.2 μM (AE-6667-N,ATTO)) 을 사용하여 한 

Tank 당 0.2 A 에서 1 시간 15 분간 Transfer하였다. Ponceau S (Thermo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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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ham, Massachusetts, USA, No.BP103-10) 를 이용해 잠시 염색해준 후 10 분

간 TBS-T buffer (20 mM Tris-HCl pH7.4, 500 mM NaCl, 0.1% Tween 20) 로 워싱하

였다. 이후 3% Bovine Serum Albumin (BSA, BOVOGEN Biologicals, Keilor East, 

Australia, No. BSAS 0.1) 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그 후 BSA에 원하는 1 

차 항체를 희석하여 membrane에 넣고 4℃ 의 shaker에서 overnight으로 반응시

켰다. 이때 1 차 항체는 ACC, phospho-ACC, Raptor, phospho-Raptor, phospho-

AMPK, MITF, CREB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Massachusetts, Danvers, USA) 

에서 구입하여 1:1000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Tyrosinase, Tyrp1, DCT, 

HSP90 은 Santa Cruz Biotechnology (Texas, Dallas, USA) 에서 구입하여 1:1000 비

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pCREB은 Marc Montminy 교수님 (Marc Montminy 

Lab,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La Jolla, CAm USA) 으로부터 얻어 1:5000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후 1 차 항체를 제거하여 TBX-T buffer 로 10 

분씩 40 분간 워싱 하였고, 1 차 항체에 대한 2 차 항체를 5% Skim milk 에 

1:5000 으로 희석하여 넣어준 후에 1 시간 동안 shaker 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에 2 차 항체를 제거하여 다시 TBX-T buffer 로 15 분씩 1 시간 동안 워싱 해준 

후 AmershamTM ECLTM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 (GE Healthcare, USA) 

를 membrane에 묻혀 3 분간 반응시켰다. Membrane을 현상 카세트에 옮긴 후 

암실에서 X-ray film (AGFA, Mortsel, Belgium, CP-BU New) 을 사용하여 현상하였

다. 

6. mRNA 발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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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GEN Biotech, Taiwan) 를 사용하여 Mel-ab 세포에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 는 Nanodrop200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etts, USA)

을 이용하여 농도를 정량 하였다. RNA는 RNase Free Water (WELGENE, 

Gyeongsan-si, Korea, No.ML019-01) 를 이용하여 100 ng/µl로 희석하였고, 그 중 

700 ng을 취해 cDNA 합성에 이용하였다. 희석된 RNA를 65℃에서 5 분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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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 개의 샘플 당 Random Primer Mix 0.5 µl, Enzyme Mix 0.5 µl, 5X RT Buffer 2 

µl (Toyobo Co.Ltd, Osaka, Japan)을 넣어 37℃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98℃ 

Heat block에 5 분간 처리 후 190 µl의 멸균된 DW를 넣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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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04 729 69 001) 에 1 well 당 700 ng의 cDNA와 6 µl Thunderbird SYBR q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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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넣은 후 약하게 원심분리 후 LightCycler® 

480 Instrument ll (Roche Life science, Penzberg, Germany, No.05015278001) 기계

를 사용하여 SYBR Green l 96-ll Run Templates로 qPCR을 진행하였다. 이 때 Cycle 

은 pre-incubation 95℃ 5 분, Ramp Rate 4.4℃/s로 설정하였고 Amplifica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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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를 40 cycle 시행하였다. Melting curve는 95℃ 5 

초, Ramp Rate 4.4℃/s, 65℃ 1 분, Ramp Rate 2.2℃/s, 97℃ Continuous, Acqui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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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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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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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qPCR Forward, Reverse Prim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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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uciferase assay 

293T 세포를 24 well cell culture plate에 1 well 당 1.5 x 105 개 씩 넣어 37℃, 

5 % CO2 조건의 incubator에서 Overnight 하였다. 이 때 배지는 Transfection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No.SV30010, DMEM, 

Corning, NY, USA) 에 FBS를 10%로 넣은 배지를 이용하였다. 그 후 각 조건에 

따라 1 well 당 100 ng hEVX1-Luc reporter plasmid, 200 ng MITF-Luc reporter 

plasmid, 150 ng Tyr-Luc reporter plasmid, 50 ng RSV-bgal plasmid, 10 ng FL-

tagging CRTC3 Plasmid, 10 ng pcDNA3.1 vector plasmid DNA들과 Opti-MEM 

(No.31985-070, gibco, US) 을 섞은 Mixture 1을 만들었다. 그리고 Opti-MEM과 

Polyethylenimine (PEI)를 3 µl/1 µg DNA 로 계산하여 넣은 Mixture 2를 만들어 

각각 5 분간 둔 후 두개의 mixture를 동일한 부피로 섞은 후 30분간 두어 

세포에 Transfection 하였다. Transfection 시킨 지 24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각 

조건에 맞게 약물을 처리하였고, 약물 처리 후 6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Luciferase 

lysis buffer (1 X gly-gly, 1% TritonX-100, 1 mM DTT) 를 1 well 당 150 µl 씩 넣어 

세포를 harvest 한 후 Triplicate하여 96 well plate에 옮겨 -80℃ 에 30 분간 

두었다. 그 후 다시 녹여 1000 rpm에 5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Luminescence 

측정을 위해 White 96 well plate로 원심분리한 세포 용해물을 25 µl 씩 

옮겨주었고 well 당 25µl 의 Assay Mixture (1 X gly-gly, 1 M Pota-phosphate pH 

7.8, 100 mM ATP, 1 M DTT) 와 50 µl luciferin을 넣어준 후 바로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 로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β-gal 측정을 위해 원심분리한 세포용해물 25 µl를 96 well microplate에 

옮겨준 후 25 µl 2 X β-gal assay mixture (ONPG, 0.5 M Sodium-phosphate pH 

7.5, β-mercaptoethanol, 1 M MgCl2, DW) 을 넣어 plate를 호일로 감싼 뒤 20 

분간 두어 microplate reader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ex vivo skin organ 배양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로부터 조직을 얻었다. 조직을 70% EtOH 에 담궈 

소독한 후 2 cm2 로 잘라 PBS로 씻어주었다. 그 이후 6 well plate에 멸균된 

철망과 조직을 올려 5% FBS, 5% P/S 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조직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었다. 배지에 진세노사이드 Rf 400 μM을 처리해주었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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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의 진세노사이드 Rf를 도포해주었으며, UVB 는 70 mJ/cm2 로 3 번 

처리하였다. 배지는 24 시간 마다 교체해주었고 37℃,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5 일간 배양하였다. 

 

9. Fontana-Masson 염색 

 조직을 파라핀 블럭으로 만들어 5 μM로 절편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슬라이드 

절편에 존재하는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해 60℃ Dry oven에 1 시간 두었다. 그 

이후 100% Xylene에서 10 분 동안 두 번 담근 후 95% EtOH, 80% EtOH, 70% 

EtOH 에 차례로 3 분간 담근 후, 워싱을 위해 흐르는 물에 5 분간 두었다. 미리 

Ammoniacal silver Solution을 60℃ 로 데워 워싱을 마친 슬라이드 조직 위에 

떨어뜨린 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60℃ Dry oven에 넣어 조직이 갈색으로 

변할 때 까지 두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3 분간 워싱을 해준 후 Gold 

chloride Solution (0.2%) 을 슬라이드 조직 위에 떨어뜨려 30 초 간 둔 후 

흐르는 물에서 3 분 간 워싱 하였다. 그 후 Sodium Thiosulfate Solution (5%) 를 

슬라이드 조직 위에 떨어뜨려 2 분간 둔 후 흐르는 물에 2 분간 워싱 하였다. 그 

후 Nuclear Fast Red solution을 슬라이드 조직 위에 떨어뜨려 5 분간 두었고 

흐르는 물에 2 분간 두 번 워싱 하였다. 그 다음 조직을 탈수 시키기 위해 70%, 

80%, 95%, 100% EtOH, Xylene에 빠르게 담가 처리한 후 Permount 용액을 조직 

위에 처리하였고 커버 슬라이드로 덮어준 후 충분히 말려 현미경을 통해 

멜라닌을 관찰하였다.  

 

10.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이라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래프는 mean with SEM을 사용해 나타냈으며, p-

value값은 unpaired student’s t-test (and nonparametric tests) 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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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노사이드 Rf 의 멜라닌 형성 억제 효과 

생리학적으로 멜라닌 생성은 MC1R의 하위 신호 경로인 CREB의 활성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CREB 신호경로를 조절하는 진세노사이드를 찾기 위

해 먼저 CREB promoter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EVX1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진세

노사이드 Rc, Re, F2, Rh2, Rd, Rb2, Rb1, Rf의 CREB 활성 저해 효과를 스크리닝하

였다.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f가 FSK에 의해 자극된 CREB 활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이어서 인삼추출물 (GF) 과 진세노사이드 Rf의 세포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Mel-ab 세포에 인삼추출물 (12.5-100 mg/ml) 과 진세노사이드 (20-100 

μM) 를 72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리고 MTT assay 방법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삼추출물과 진세노사이드 Rf 모두 12.5-100 mg/ml, 20-

100 μM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3). 

 이어서 인삼추출물과 진세노사이드 Rf의 멜라닌 형성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Mel-ab 세포에 인삼추출물과 (12.5-100 mg/ml) 진세노사이드 Rf (40-80 μM) 

를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멜라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삼추출물은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세노사이드 Rf는 40 μM, 80 μM 처리하였

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12%, 15%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그

림 4-5) 이를 현미경 상으로도 확인하였다 (그림 6). 이는 인삼의 다양한 성분들 

중에서 단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f가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암시

한다. 진세노사이드 Rf가 100 μM까지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멜라

닌 감소가 80 μM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후 실험은 진세노

사이드 Rf의 농도를 80 μM로 고정하여 실험에 임했다. 

 생리학적으로 피부가 UVR에 노출되면 keratinocyte에서 α-MSH를 분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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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cyte의 MC1R이 활성화 되어 adenylate의 agonist로 작용해 cyclase cAMP 

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PKA와 CREB을 활성화시켜 멜라닌의 합성을 야기시킨

다 [46]. 이때 FSK은 cAMP agonist로 작용하여 멜라닌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우

리는 UVR에 노출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SK을 10 μM으로 72 시간 처리 하였

고, 진세노사이드 Rf의 멜라닌 형성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세노사이드 Rf 

를 1시간 전 처리 후 FSK을 72 시간 처리하여 멜라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

조군과 비교하여 FSK 처리 시 멜라닌의 합성이 증가하였으며 진세노사이드 Rf 

를 1시간 전 처리한 후 FSK을 처리 하였을 때 멜라닌 합성이 약 30% 감소하였

고 (그림 8) 멜라닌 합성 감소 효과를 현미경 상으로도 확인하였다 (그림 7). 진

세노사이드 Rf가 계속해서 멜라닌의 합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와 FSK을 72 시간 처리한 후 티로시나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예상과 일치하게 진세노사이드 Rf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와 전처리 후 FSK를 

처리 하였을 때 모두 티로시나제의 활성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9). 

 

진세노사이드 Rf의 멜라닌 생성 관련 유전자 발현 억제를 통한 멜라닌 합성 감

소  

앞서 진세노사이드 Rf의 멜라닌 생성 억제는 티로시나제 촉매 활성 감소로 인

한 것이었음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Rf가 티로시나제 촉매 활성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cell-free system을 이용하여 티로시

나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20 – 160 μM의 Rf를 처리하였을 때 티로시나제 

활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또한, Mel-ab 세포에 

80 μM의 진세노사이드 Rf를 3 시간 동안 처리하여 티로시나제 활성을 측정하였

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1). 이는 진세노사이드 Rf가 직접

적으로 티로시나제의 촉매 활성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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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합성 감소효과가 멜라닌 합성 관

련 단백질의 발현의 변화의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Mel-ab세포에 진세노

사이드 Rf를 단독으로, 혹은 진세노사이드 Rf 전 처리 후 FSK 처리를 하였을 때 

24 - 72 시간 경과 후 MITF, 티로시나제, Tyrp1, DCT의 단백질과 mRNA 발현 수준

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f 단독 처리시와 전처리 후 FSK 처리 시 

멜라닌 합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이 진세노사이드 Rf에 의해 감소되었고 (그림 

13-14), 72 시간에서 FSK 처리 때 보다 진세노사이드 Rf 전처리 후 FSK 처리 시 

멜라닌 관련 단백질들의 mRNA 발현 또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또한 

진세노사이드 Rf를 짧은 시간 처리 시 MITF의 mRNA만 발현이 감소 되었으며 

티로시나제와 Tyrp1, DCT의 발현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진세노사이드 Rf 의 PKA signaling 을 통한 CREB 활성 억제 

PKC-β는 티로시나제의 serine 잔기를 인산화시켜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증가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 [47][48].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Rf의 티로시나

제 활성 저해 효과가 PKC-β의 저해의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Rf 전처리 후 FSK 처리 시 

나타나는 PKC substrate의 활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f는 PKC 

의 활성을 억제하지 못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 이 결과를 통해 진세노

사이드 Rf의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효과는 티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티로시나제 활성에 관여하는 PKC 신호 경로 또한 관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서 진세노사이드 Rf에 의한 MITF의 발현 감소 결과에 착안해 MITF 

와 티로시나제 프로모터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f가 MITF 

의 프로모터 활성만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또한 CRTC3의 과발현에 

의해 유발된 MITF 프로모터 활성 또한 진세노사이드 Rf에 의해 약화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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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그림 18). 이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Rf가 티

로시나제 촉매 활성을 직접적으로 저해 시키는 것이 아니라 MITF 발현 억제를 

통해 티로시나제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CREB은 MITF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MITF 발현의 억제 효과가 CREB 활성의 저해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REB 프로모터 활성을 측정해보았다. 인삼의 Saponin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Rf를 20 ug/ml, 40 - 80 μM로 6 시간 동안 처리한 후 CREB 프로모터 활성을 측

정한 결과 인삼의 Saponin은 CREB 프로모터 활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

고 (그림 19), 진세노사이드 Rf는 전 처리 후 FSK 처리 시에 농도 의존적으로 

CREB 프로모터 활성을 감소시켰다 (그림 20). 이러한 결과들과 일치하게 Mel 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를 1 시간 처리하였을 때 p-CREB이 감소하였고 전 처리 

후 Rf 처리 시 또한 p-CREB이 감소하였으며, 그 상위 신호전달 단백질인 PKA의 

활성도 진세노사이드 Rf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한편, 

AMPK 패밀리는 CRTC3의 인산화를 돕고 14-3-3과 CRTC의 결합을 촉진시켜 

CREB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AMPK 신호 

전달 경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AMPK의 활성과 AMPK 하위 표적 

단백질인 Raptor와 ACC의 활성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진세노사이드 Rf 는 ex vivo Human skin 배양에서 UV 에 의해 증가된 멜라닌 

생성을 억제 

앞서 우리는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의 항멜라닌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멜라닌 생 성 억제효과가 human 피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색

소질환의 치료제로써 임상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vivo 

human skin 배양을 시행하였다. 4 일 에 걸쳐 대조군에는 DMSO 처리를 해주었

으며 진세노사이드 Rf는 400 μM을 처리해주었고 UVB는 3 일이 걸쳐 70 m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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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하여 총 5 일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Fontana Masson staining을 통해 

멜라닌을 관찰한 결과, DMSO 처리를 한 대조군에 비해 UVB를 처리한 human 

skin explant에서 멜라닌이 증가했으며, 진세노사이드 Rf가 UVB에 의해 증가된 

멜라닌을 감소시키는 것 확인하였고, 이를 Index로 나타내었다 (그림 23-24). 또

한 UVB를 처리하였을 때 증가된 MITF, Tyrosinase, Tyrp-1, DCT의 발현이 진세노

사이드 Rf 처리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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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많은 종류의 진세노사이드가 주로 항염증, 항산화 기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진세노사이드들이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h2 는 B16F10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여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킨다

고 보고되었고 [49], 진세노사이드 Rg1은 Human melanocyte에서 

PKA/CREB/MITF 신호경로를 활성화시켜 멜라닌의 축적을 일으키며 [39], 진세노

사이드 Rb1의 대사체인 Compound K는 B16F10 세포에서 알 수 없는 경로를 통

해 멜라닌의 축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38]. 이러한 멜라닌 생성 증가는 백

반증이나 저색소침착과 같은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진세노사이드 Rb2는 Melan-A세포에서 MITF와 Tyrosinase의 발현

을 감소시킴으로써 멜라닌의 생합성을 저해 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42], 이 같

은 멜라닌 생성 감소는 피부 미백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mouse melanoma세포와 mouse melanocyte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세포 배양 조건에 따라 모순된 결과를 얻었다 [39][50]. 그렇

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human 피부를 이용

하여 임상에 가까운 연구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더욱 정제된 단일 성분의 진세

노사이드가 개발되어져야 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단일 성분으로 정제되지 않은, 온전한 사포닌을 

melanocyte에 처리하였고 그 결과 멜라닌과 CREB 의 전사활성 모두를 감소시키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정제된 다양한 단일 성분의 진세노사이드를 이용

하여 CREB 활성 스크리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f가 CREB의 전

사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형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

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듯이 이전의 한 연구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Rf가 Rat 

의 이소성 자궁 내막 조직에 phospho-CREB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51]. 인

삼추출물의 항염증과 같은 특성은 Rb1, Rg1, Rg3, Rh2, compound K와 같은 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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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이드에서 나타난다 [52]. TNF-α, IL-1β, IL-6, iNOS, COX-2과 같은 염증성 사이

토카인과 효소 발현의 하향 조절은 M1 편광 대식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의 항염

증 기전으로 확인되었다 [52-53]. 진세노사이드 Rf는 PPA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alpha에 의존하여 지방단백질의 대사를 조절하고 

IL-1β, IL-6, iNOS를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 신경보호, 진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졌다 [51][54-57]. 또한 진세노사이드 Rf는 PPAR gamma를 통해 저산소증으로 유

도되는 COX2를 억제하여 항비만 치료에 대한 잠재적 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55]. 가장 흔한 피부 과 색소침착 장애가 염증 후 과 색소침착(PIH)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Rf의 항염증 특성은 인간의 피부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강력한 이

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천연 혹은 화학적 미백제는 피부에 자극적이며 약간의 독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in vitro 에서 melanocyte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예측할 수 있

다. 미백제로 많이 사용되는 하이드로퀴논 계열의 크림은 기대하지 않은 색소침

착저하 장애와 피부 독성을 나타내며 [56-57], 심지어 일부 미백 화장품들은 티

로시나제 단백질의 분해로 인한 백반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58].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미백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

라서 멜라닌 생성 억제 기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새로운 메커

니즘을 추구해야 한다. 

미백제의 경우, MITF가 melanocyte의 대부분의 생물학적 측면의 중심이므로 

MITF 전사가 주요 표적이 된다. MITF 단백질은 세포 생존, 분화, 증식, 이동, 노화, 

신진 대사, DNA 손상 복구, UV 또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 [59-61][46]. 

Serine 인산화에 의한 MITF의 번역 후 분해는 강력한 미백제의 메커니즘이지만, 

MITF가 melanocyte 생존과 적절한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MITF 단백질의 결핍은 melanocyte의 생존력을 변화시켜 저색소침착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58]. 

한 논문에서 진세노사이드 Rg3가 지연된 ERK의 활성화를 통해 MITF를 분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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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melanocyte의 생존력을 고려할 때 낮은 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g3가 항멜라닌생

성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40]. 미백제는 개인에 따라 피부 미백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고용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과색소침착 부위 이외에도 얼굴 전체

에 화장품을 바르기 때문에 약물 내성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세노사이드 Rf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서서히 약화시켜 

저색소침착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이전에 발견된 다른 미백제들과는 구

별된다. UV에 의해 유도된 cAMP 신호를 CREB이 MITF에 전달한다는 기작은 이

미 잘 알려져있다. 따라서 PKA에 의한 CREB의 인산화는 melanocyte에서 MITF 

의 전사를 조절하는 주요한 축이된다 [60-61][46]. MITF의 mRNA 유전자 조절이 

다른 세포 내 신호 분자 및 보조 활성 인자에 의해 복잡하게 엃혀있고 MITF의 

생존적 기능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MITF의 전사수준에서의 조절은 건강한 

피부 미백 성분을 탐구하는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Forskolin으로 유

도 된 MITF 전사를 최대 6 시간 동안 유도했을 때 MIT의 mRNA는 생물학적 기

능과 세포 생존에 대한 자체 구조 반응 곡선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61].  

진세노사이드 Rf는 기능적 식품이나 국소적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 과색소

침착 장애의 국소적 치료제로 사용되려면 피부 투과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생

체이용률에 중요한데 [62], 진세노사이드 Rf는 작은 친유성 분자이기 때문에 효율

적인 국소 전달이 가능하다.  

비록 수세기 동안 다른 진세노사이드나 인삼 추출물들이 전통 의학에서 미백

제로 사용되어져왔지만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가 티노시나아제의 활성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재현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다른 

진세노사이드나 천연 화학 물질은 타이로시나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세포

적 경로로 티로시나제를 억제하였다. 본 연구는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Rf의 새롭고 상세한 항멜라닌 효과에 대해 확인하였다. 우리는 진세노사이드 Rf 

가 CREB의 전사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매일 그리고 고용량 사용으로도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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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피부미백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색소침착과 

염증 후 색소 침착(PIH)을 악화시키는 자외선이 진세노사이드 Rf의 실질적이고 

더 나은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전 연구에 따르면 비

록 B16 mleanoma세포에서 수행되었지만, 진세노사이드 Rh4의 aglycone이 FSK에 

의해 자극된 B16 melanoma 세포에서 PKA/CREB의 세포 신호를 억제하여 멜라닌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63].  

CREB의 전사활성을 조절하는 다른 천연 물질이나 진세노사이드의 추가적인 스

크리닝은 피부톤 완화와 과색소침착과 같은 피부 질환에 유익한 치료 효과를 제

공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연구는 이전에 확립된 PKA에 의한 CREB의 인산화 

경로 [60][64] 를 뛰어넘어 CREB의 전사활성을 조절하는 CRTC3의 경로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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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93T 세포에서 여러가지 진세노사이드의 따른 CREB 리포터 활성 비교 

EVX1-Luc 와 RSV-βgal 를 transfection 시킨 293T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e, F2, Rh2, Rf를 60 μM로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

포를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와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그 후 측정된 RSV-βgal 흡광도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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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l-ab 세포에서 인삼추출물 (GF) 농도 별 처리에 따른 세포 독성 평가 

Mel-ab 세포에 인삼추출물 (GF) 을 농도 별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assay를 통해 약물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에는 DMSO를 처리하

였고 이 값을 표준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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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농도 별 처리에 따른 세포 독성 평가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를 농도 별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assay를 통해 약물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에는 DMSO를 처리하

였고 이 값을 표준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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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l-ab 세포에서 인삼추출물 (GF) 농도 별 처리에 따른 멜라닌 함량 측

정 

Mel ab 세포에 인삼추출물 (GF) 을 농도 별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1N NAOH로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값을 BCA assay 값으로 나누어 표준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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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농도 별 처리에 따른 멜라닌 감소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를 농도 별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1N NAOH로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값을 BCA assay 값으로 나누어 표준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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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el-ab 세포에서 농도 별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함량의 

현미경 관찰 

Mel-ab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를 농도 별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Scale bar = 10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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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처리에 따른 멜라닌 햠량의 현미경 관찰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와 FSK 10 μM을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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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감소 

Mel-ab 세포에 FSK 10 μM와 진세노사이드 Rf를 80 μM로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1 N NAOH로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값을 BCA assay 값으로 나누어 표준으로 두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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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티로시나제 활성 평가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 80 μM과 FSK 10 μM을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Tyrosinase lysis buffer로 용해시켜 freeze-thawing을 진행하였다. 세포 용

해물의 일부로 BCA assay 를 진행하여 단백질 농도를 맞추어 주었고, 세포 용해

물에 L-dopa를 넣어주어 37℃에서 1 시간 30 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plate reader를 이용해 흡광도 476 nm에서 측정한 값을 통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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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ell-free system 을 통한 농도 별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티로시

나제 활성 평가 

Tyrosinase lysis buffer에 Mushroom throsinase와 L-dopa를 넣고 진세노사이드 Rf 

를 20 – 160 μM이 되도록 처리하여 37℃ 에서 1 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plate reader를 이용해 흡광도 476 nm에서 측정한 값을 통해 그래프를 그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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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타이로시나제 활성 평가 

Mel-ab 세포를 93 시간 동안 배양하고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3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Tyrosinase lysis buffer로 용해시켜 freeze thawing을 진행하였다. 세포 

용해물의 일부로 BCA assay 를 진행하여 단백질 농도를 맞추어 주었고, 세포 용

해물에 L-dopa를 넣어주어 37 ℃ 에서 1 시간 30 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plate reader를 이용해 흡광도 476 nm에서 측정한 값을 통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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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PKC 단백질의 인산화 

Mel-ab 세포에 FSK 10 μM과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harvest 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PKC 항체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HSP90을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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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단백질 

발현 비교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harvest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

현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HSP90을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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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단백질 발현 비교 

Mel-ab 세포에 FSK 10 μM과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7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harvest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

질의 발현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HSP90을 loading control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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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mRNA의 변화 비교.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10 μM을 처리한 후 72 시간 후에 RNA 

를 추출하였다. 그 후 RT-qPCR을 이용하여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RNA를 분석하였고, L32 mRNA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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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의 mRNA의 변화 비교 

Mel-ab 세포에 FSK 10μM과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처리 후 1, 4, 6 시간 후에 

RNA를 추출하였다. 그 후 RT-qPCR을 이용하여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의 RNA를 분석하였고, L32 mRNA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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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93T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의 따른 MITF, 티로시나제 리포터 활성 

비교 

MITF-Luc 과 Tyrosinase-Luc과 RSV-βgal 을 transfection 시킨 293T 세포에 진세

노사이드 Rf 80 μM을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시

켜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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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RTC3를 과발현 시킨 293T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의 따른 MITF 리

포터 활성 비교 

MITF-Luc과 RSV-βgal과 CRTC3를 transfection 시킨 293T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 80 μM을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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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93T 세포에서 인삼추출물 (GF) 의 따른 CREB 리포터 활성 비교 

EVX1-Luc 와 RSV-βgal 를 transfection 시킨 293T 세포에 인삼추출물 (GF) 을 농

도 별로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시켜 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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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93T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 의 따른 CREB 리포터 활성 비교 

EVX1-Luc 와 RSV-βgal 를 transfection 시킨 293T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을 농

도 별로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시켜 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43 

 

 

그림 21. CRTC3를 과발현시킨 293T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의 따른 CREB 리

포터 활성 비교 

EVX1-Luc 과 RSV-βgal 과 CRTC3 를 transfection 시킨 293T 세포에 진세노사이

드 Rf 80 μM을 전처리하고 FSK 5 μM을 6 시간 처리한 후 세포를 용해시켜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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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el-ab 세포에서 진세노사이드 Rf와 FSK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단백질 발현 비교 

Mel-ab 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f 80 μM과 FSK 10 μM과 진세노사이드 Rf 80 μM 

를 1 시간 전처리 한 후 FSK 10 μM을 1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harvest 하

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단백질의 발현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하

였고, HSP90을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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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x vivo Human skin 배양한 피부 조직에서 Fontana-Masson 염색을 통

한 UV와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관찰 

Ex vivo Human에 DMSO, UV, UV+진세노사이드 Rf 400 μM를 처리한 후 Fontana-

Masson 염색하여 멜라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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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x vivo Human skin 배양한 피부 조직에서 Fontana-Masson 염색을 통

한 UV와 진세노사이드 Rf 처리에 따른 멜라닌 축적 비교 

Ex vivo Human에 DMSO, UV, UV+진세노사이드 Rf 400 μM를 처리한 후 Fontana-

Masson 염색하여 멜라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후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MSO 대조군, UV, UV+진세노사이드 Rf 처리 조직에서 Melanin index 

(%) 를 계산하여 멜라닌 축적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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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Ex vivo Human skin 배양한 피부 조직에서 UV 와 진세노사이드 Rf 처

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단백질 발현 양 비교 

Ex vivo Human skin 조직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단

백질의 발현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HSP90을 loading control로 

사용하였으며,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stern blot densitometry analysis 

를 측정하여 그래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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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lanin synthesized in melanosomes of melanocytes is the determinant for skin and 

hair color. Although melanin is a physiologically important factor protecting the skin 

against UV radiation (UVR), overproduced and accumulated melanin in the skin 

causes troublesome pigmentary diseases such as 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aion (PIH), lentigines, freckles, and melasma. Thus, attenuating 

melanin biosynthesis as well as improving the skin barrier have been the aims of 

cosmeceuticals in skin beauty and health. 

UVR sequentially activates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production,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 and the transcription factor CREB, which 

successively promotes the expression of MITF and downstream genes involved in 

melanogenesis. 

Here we show that Rf significantly inhibited Forskolin (FSK) or UV-stimulated 

melanogenesis in melanocytes and UV-irradiated ex vivo human skin. Consistently, 

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nd levels of MITF, tyrosinase, and Tyrps were 

downregulated. Furthermore, Rf suppressed MITF promoter activity, which was 

stimulated by forskolin or CREB-regulated transcription coactivator 3 (CRTC3) 

overexpression. Increased CREB phosphorylation and protein kinase A (PKA) activity 

induced by forskolin were also mitigated in the presence of Rf.  

Consequently, Rf may be utilized as a anti-pigmentary agent, which has a 

scientifically confirmed and reproducible action mechanism, via inhibition of 

CREB/MITF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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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anti-pigmentation agent, CREB/MITF pathway, ginsenosides, Panax 

ginseng,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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