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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은 피부조직에 있는 두 종류의 멜라닌의 정도와 비

율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이는 환경적인 자극과 피부에 있는 두 종류의

세포인 멜라닌 세포와 케라틴 세포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과정으로 조절

이 된다. 피부 조직은 광범위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최전방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멜라닌은 피부조직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로부터

합성되어 자외선, 활성산소와 같은 직접적 노출로 인한 피부조직의 보호

기능을 하는 중요 물질이지만, 불규칙적 과색소합성은 주근깨, 기미흑피

증 같은 과색소침착 질환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CREB이 전사 과정

을 통하여 멜라닌 생성 관련 유전자인 티로시나제, DCT, Tyrp1의 발현

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MITF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는 예비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스크리닝을 통하여 CREB의 전사기능억제제를

발굴하였고, 그 중에 발굴된 약물인 rottlerin의 MITF 발현 및 멜라닌

합성 억제 기능을 확인하며, 안전성, 및 작용 기전을 밝혀 향후 임상적

응용에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REB의 전사 활성 리

포터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EVX1-luciferase를 293T 세포에

transfection 한 후 약물 라이브러리를 처리하여 luciferase의 발현이 줄

어든 약물을 스크리닝하였다. 이와 독립적으로 B16F10 흑색종세포주에

약물을 처리하여 멜라닌 생성의 감소를 유도하는 약물의 스크리닝을 수

행한 결과 CREB 전사 활성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

키는 약물로 rottlerin을 발굴하였다.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B16F10 

흑색종세포주에서의 멜라닌 측정을 통해서 약물의 멜라닌 생성 감소 효

과를 확인하였고, 약물에 따른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한 mel-ab 세

포에서 MTT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mel-ab세포에 rottl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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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orskolin을 개별적 그리고 함께 처리하여 B16F10 흑색종세포와 일

반 멜라닌 세포에서의 멜라닌 감소 효능을 확인하였다. Rottlerin의 멜라

닌 생성 억제 기전 연구를 위하여 western blot을 통해 Raptor, CRTC3, 

CREB, AMPK 등과 같은 단백질의 신호전달체계를 확인하였고,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MITF, 티로시나제, Tyrp1, DCT의 발현을 확인

하였다. MITF reporter, 티로시나제 reporter와 qRT-PCR 을 이용하여

rottlerin의 멜라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확인하였으며, 

CREB/CRTC3에 대한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TC3 knockdown

세포를 구축하여 rottlerin의 멜라닌 감소 효능을 비교하였다. 

(중심 단어) Rottlerin, 멜라닌, CREB/CRTC3, Mel-ab 세포, MITF, 티로시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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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은 피부조직에 있는 두 종류의 멜라닌의 정도와 비

율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이는 환경적인 자극과 피부에 있는 두 종류의 세포인

멜라닌 세포와 케라틴 세포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과정을 통해 조절이 된다. 멜라

닌 생합성은 멜라닌 세포의 리소좀과 유사한 멜라닌소포라고 불리는 세포소기관

에서 일어난다. 티로시나제는 티로신 탈수효소와 도파 산화효소의 이중 활성을

가지며, L-티로신을 L-도파, L-도파퀴논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멜라닌 합성 전구

체를 공급하여 멜라닌 생합성의 비율을 제한한다 [1]. 그 다음 L-도파퀴논은 각

각 도파크롬 호변이성화효소 (dopachrome tautomerase (DCT))와 티로시나즈

연관 단백질1 (tyrosinase related protein 1 (Tyrp1))에 의하여 멜라닌소포에

유멜라닌으로 침착되거나, 시스테인에 의해서 멜라닌소포에 페오멜라닌으로 침착

이 된다. 멜라닌 생합성의 효소 과정은 이 세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세가지 유전자의 발현은 마이크로프탈레이트-관련 전사인자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에 의해 조절된다.

BHLH-Zip 계열 전사 인자인 MITF는 프로모터 영역 내에서 M-box를 포함하

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로시나제, DCT 및

Tyrp1 프로모터는 모두 M-box 모티브를 수용하며 MITF에 의해 직접 조절된

다. 따라서 티로시나제 외에 MITF 발현은 멜라닌 생합성의 조절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2,3].

성 매개 영역 Y-box 10 (Sox10), 림프 증강 인자 결합 인자 1 (Lef-

1) / β-catenin, cAMP 반응 요소 (cAMP response element (CRE))결합 단백

질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을 포함한 몇몇 전사 인

자가 MITF 전사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CREB은

자외선(UVR)에 의한 MITF 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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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8].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대한 반응으로써 케라틴 세포에서 pro-

opoiomelanocortin (POMC)유전자의 발현이 유도가 된다 [9]. Pre-POMC 펩티

드는 프로호르몬 변환효소 ½ (PC1/2) 에 의한 단백질 분해절단을 포함하는 일

련의 번역 후 변형 과정 후에 a-MSH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또는

ACTH(부신피질자극호르몬)가 된다. 멜라노콜틴수용체1 (MC1R)은 케라틴세포

에서 유도된 a-MSH/ACTH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 내의 사이클릭AMP (cAMP)

와 protein kinase A (PKA)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PKA는 CREB의 세린 133 부

위를 인산화 시키고, 프로모터에서 CRE를 포함하는 유전자 (예: MITF)의 전사

를 증가시킨다 [10]. CREB 인산화의 중요성이 더 강조 될 수는 없지만, 추가 연

구에서는 CREB 그 자체의 인산화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요소인 CREB 

조절 전사 공활성인자 (CRTC3)가 cAMP 의존성 CREB 표적 유전자 발현에 필

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11-13]. 이와 관련하여 Bang et al.의 논문에서

CRTC2와 CRTC3는 멜라닌 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며, cAMP와 CREB 의존성

MITF 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14].

현재 CREB/CRTCs의 번역 후 조절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있다. 

cAMP와 칼슘 신호는 CRTCs의 핵 내 이동을 유발하여 CREB 표적 유전자를

조절한다. 기본 조건에서 CRTCs는 14-3-3 단백질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세포질 내에서 인산화가 되어 격리된다. cAMP는 CRTCs를 인산화 시키는 SIK

의 억제를 통해서. 칼슘 신호는 CRTC 탈인산화칼시뉴린 (CN)의 유도를 통해서

CRTCs 탈인산화를 촉진시킨다. 탈인산화된 CRTCs는 핵으로 이동하여 CREB

과 결합을 하여 활성을 자극한다 [15].

비록 멜라닌 합성은 UVR에 의해 유도된 DNA 손상으로부터 표피 조직

을 보호하는 유익한 기작 이지만, 불균일하고 과도한 멜라닌의 침착은 색소침착

장애를 유발한다. 집중적인 연구 덕분에 코직산 (kojic acid) 및 알부틴 (arb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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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예방 목적 또는 치료 목적 화합물이 개발되었다. 코직산과 알부틴은 티

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L-티로신이 L-도파, L-도파가 L-도

파퀴논으로 전환되는 이중활성을 막아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한다. 하지만, 이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었거나 피부 알레르기 및 돌연변이 유발성과 같은 부작용

이 보고되었다 [16,17].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임상적응용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최근에는 멜라닌 생합성에 중요한 MITF의 발현을 직접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rottlerin의 항멜라닌형성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작용의 분자 기작을 알

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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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 방법

1. 재료

Rottlerin( 3'-[(8-Cinnamoyl-5,7-dihydroxy-2,2-dimethyl-2H-1-

benzopyran-6-yl)methyl]-2',4',6'-trihydroxy-5'-methylacetopheno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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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etformin hydrochloride( N,N-Dimethylimidodicarbonimidic diamide 

hydrochloride)는 Tocris (Bristol, UK.)제품을 사용하였고, rottlerin과

forskolin은 DMSO에 녹여서 사용하였고, metformin hydrochloride는 distilled 

water (DW)에 녹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293T, mouse embryonic fibroblasts (Mefs), B16F10 흑색종세포는

Dulbecco`s minimal Essential Medium supplemented (DMEM)에 10% Fetal 

bovine serum (Hyclone, Logan, UT,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 Logan, UT, USA)를 첨가하여 배양을 하였다.

Mel-ab 세포는 Dulbecco`s minimal Essential Medium supplemented (DMEM)

에 10% Fetal bovine serum (Hyclone, Logan, UT, USA)과 1% penicillin-

streptomycin (Hyclone. Logan, UT, USA)과 100 nM TPA (Merck, 

Darmstadt, Germany), 1 nM CT(cholera toxin) (Ann Arbor, MI, USA) 를 넣

은 배지에 배양을 하였고, 24시간마다 배지를 교체해주었다. 세포들은 37 ℃, 

5% CO2 조건의 습기가 있는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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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uciferase 리포터 분석

293T cell을 24 well plate에 well당 0.15×106으로 깔아주었다. 각 well 에

DNA는 100 ng Evx1-Luc reporter plasmid, 150 ng MITF-Luc reporter 

plasmid, 150 ng Tyrosinase-Luc reporter plasmid, 50 ng RSV-βgal plasmid, 

10 ng FLAG이 태깅된 CRTC3 plasmid, 10 ng FLAG이 태깅된 CRTC2 

plasmid, 10 ng pcDNA3.1 vector plasmid를 각각 실험 조건에 따라

transfection 해주었고, PEI (1 mg/ml)를 DNA 1 µg당 3 µl를 넣어주었다. 

Transfection 후 24시간 뒤에 rottlerin 농도에 따라 1시간동안 전처리를 해주

었고, forskolin 5 µM으로 처리해주었다. 6시간 후 배지를 제거 해주고 각 well을

Luciferase lysis buffer 150 µl로 harvest하고 96 well plate에 옮겨주었다. 

Lysis buffer는 1x gly-gly, 1% Tripton X, 100mM ATP, 1M DTT로 구성된다. 

96 well plate는 초저온 냉동고에 넣고 30분간 얼려준다. 이를 다시 꺼내 ice에

서 녹여주고, 다 녹이면 원심분리기에서 1000 rpm으로 5분간 침전해준다. Well

당 25 µl씩 white 96 well plate에 각각 옮겨 주고, Assay mix 25 µl, Luciferin 

50 µl를 넣고,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에서

Luminescence로 측정하였다. β-gal assay는 Well당 25 µl씩 clear 96 well 

plate에 각각 옮겨 주고, β-gal Assay mix 25 µl를 넣고 호일로 감싸 빛을 차단

해주고 상온에서 incubation해주고 10분마다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에서 흡광도 420 nm로 측정하였다.

4. 멜라닌 함량 측정

Mel-ab 세포의 멜라닌 측정을 위해서 12 well plate에 0.4×106으로 깔아 주었

다. DMEM에 처리할 약물을 농도에 맞게 섞어주고 24시간 마다 배지를 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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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96시간까지 실시하여 주었다. 96시간 후 1N NAOH 용액으로 세포 용

해 진행하였고, 이를 30분 동안 98 ℃에서 끓여주었다. 이를 13500 rpm에서 5

분동안 원심 분리를 진행하고, 위 상층액 한 sample당 3개씩 분배하여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에서 405 nm로 측정하였다.

동일한 단백질 양의 사용을 위하여 모든 단백질 샘플은 BCA assay를 진행하여

단백질 농도를 확인 후 동량의 단백질을 멜라닌 측정에 사용하였다.

B16F10 흑색종의 멜라닌 측정을 위해서 6 well culture plates에 1×105씩 깔아

주었다. 다음 날에 DMEM에 약물을 농도에 맞게 섞어주고 배지를 갈아주었다. 

48시간에 phenol-red가 없는 DMEM에 약물을 농도에 맞게 섞어주고, 배지를

갈아주었다. 96시간에 한 sample 당 3개씩 배지 150 µl씩 분배하여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에서 흡광도 405 nm로 측정하였다.

세포를 1N NAOH solution으로 세포 용해를 진행하여, 동일한 단백질 양의 사용

을 위하여 모든 단백질 샘플은 BCA assay를 진행하여 단백질 농도를 확인 후

동량의 단백질을 멜라닌 측정에 사용하였다.

5. 세포 생존율 평가

Mel-ab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MTT (Merck, Darm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세포를 96well plate에 1×104으로 깔아주었

고, Harvest 48시간전에 rottlerin 농도 별로 거꾸로 처리하였다. Harvest 1시간

전에 MTT solution(5mg/5ml)을 넣어주고 incubation을 해주었다. 약물 처리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배지를 없애주고 1xPBS를 통해 세척 후 각 well에

DMSO를 넣어 세포내의 MTT를 녹여주고 이를 micro plate reader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에서 흡광도 562 nm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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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stern blot

1x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 해준 후 1 % SDS lysis buffer를 통해 harvest

를 진행하여 준다. Lysis 후 5X sample buffer를 비율에 맞게 넣어주고 98 ℃에

서 10분간 끓여주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침전 후 -20 ℃에 보관하였다. 

Sample은 5.5%, 7%, 12% SDS-polyacylamide gels에 봐야 할 단백질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 주었고,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은 step 1 60 V 20분, 

step2 95 V 90분으로 진행해 주었다. Transfer는 Immobilon-nitrocellulose 

(NC) Membrane (Merck Millipore, Burlington, Massachusetts, USA)에 실시

하였다.  Blocking은 3% BSA (MP biomedical, Santa Ana, California, USA)가

포함된 1x PBS를 통해서 45분간 교반 후에 1차 antibody가 들어가 있는 3% 

BSA 1x PBS를 넣어주고 저온실에서 밤새 반응을 해주었다. pACC, ACC, 

Raptor, pRaptor, pAMPKa1,2, CRTC3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ssachusetts, USA) 는 1:1000으로 희석 사용하였다. CRTC2, 

pCREB, CREB은 Salk 연구소 (La Jolla, CA, USA)의 Marc Montminy 교수님

으로부터 얻어 1:5000으로 희석 사용하였다. α-tubulin (Merck Millipore, 

Burlington, Massachusetts, USA)은 1:5000으로 희석 사용하였다. Tyrp1, 

DCT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exas, USA)는 1:2000으로 희석 사

용하였다. AMPKα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exas, USA)는 1:500

으로 희석 사용하였다. MITF (Neo markers Inc, Portsmouth, New Hampshire, 

USA)는 1:750으로 희석 사용하였다. 다음 날 1차 항체가 들어가 있는 3% 

BSA 1x PBS를 빼주고 1x PBS로 45분간 washing을 진행해주었다. 각 1차 항

체에 맞는 2차 항체를 5% skim milk 1x PBS에 섞어, 1시간 동안 교반기에 두었

다. 2차 항체가 들어 있는 5% skim milk 1x PBS를 빼주고 1x PBS로 45분간

washing을 진행해주고, ECL을 묻혀 암실에서 X-ray 필름에 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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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티로시나제 활성 분석

Mel-ab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씩 깔아주고, 다음날부터 24시간마다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각각 또는 함께 처리해 주었다. 96시간

처리 후 iced 1xPBS 를 통해 세척 해주고, 얼음에서 Tyrosinase lysis buffer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1 % Triton X100 300 µl로 harvest

해주었다. harvest한 sample은 LN2 tank와 37 ℃ water bath를 왔다 갔다 하

는 freeze thawing을 10번 진행해준다. 이 후에 13000 rpm에 10분간 원심 분

리를 진행하여 준다. 상층액만을 따서 protein 정량을 BCA assay를 통해 진행

해주고, protein양을 1000 ng으로 양을 맞추어 80 µl가 되게 투명 96 well plate

에 넣어주었다. 부족한 양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를 채워

주었다. L-dopa (5 mM)을 20 µl 넣어주고 10분간 37 ℃에서 incubation해주

고, micro 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를 이용하여 3초간

Fast로 shake해주고 흡광도 475 nm로 측정하였다. 이후에도 37 ℃에서

incubation 해주고, 1시간 30분 동안 매 10분마다 흡광도를 측정해주었다.

8. mRN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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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gen biotech corp, Changzhi Township, Pingtung County, Taiwan )를 통

해서 분리했다. Total RNA는 nanodrop 200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hetts, USA)을 이용하여 정량을 실시하였다. cDNA합성은

total RNA를 100 ng/µl, 7 µl로 맞추어 주었다. 부족한 양은 멸균증류수를 넣어

주었다. 65 ℃에서 5분간 끓여주고, primer mix 0.5 µl, 5x RT buffer 2 µl, RT 

Enzyme 0.5 µl (Toyobo Co., Ltd, Osaka, Osaka, Japan)를 넣고 37 ℃에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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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incubation 시켜주었다. 1시간 후에 98 ℃ 에서 5분간 끓여주고, 

distilled water (DW) 290 µl를 넣어 주었다. cDNA 4 µl에 thunderbird sybr 

qpcr mix 6 µl (Toyobo Co., Ltd, Osaka, Osaka, Japan), Forward primer 1 µl, 

Reverse primer 1 µl를 LightCycler® 480 Multiwell plate 96, White (Roche 

Holding AG, Basel, Swiss)에 넣어주었다. 1000 rpm 1분 간 원심분리를 해준 뒤

LightCycler® 480을 통해서 Template SYBR Green I 96-II 으로 진행을 해주

었다. Cycle은 먼저, pre-incubation을 95 ℃, 5분, Ramp Rate 4.4 ℃/s으로 진

행해주었다. 다음 amplification을 95 ℃ 10초 Ramp Rate 4.4 ℃/s, 60 ℃, 10

초 Ramp Rate 2.2 ℃/s, 72 ℃ acquisition single 15초 Ramp Rate 4.4 ℃/s으

로 40 cycle진행하였다. 다음 melting curve 95 ℃ 5초 Ramp Rate 4.4 ℃/s, 

65 ℃ 1분 Ramp Rate 2.2 ℃/s, 97 ℃ acquisition mode는 지속적으로 설정해

주었고 acquisitions (per ℃)를 5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ooling을 40 ℃,

Ramp Rate 2.2 ℃/s로 진행을 해주었다. 결과는 Ct값을 통해 internal control로

사용한 L32의 baseline의 Ct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양을 비교하였다.

Prim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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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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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F3-F 5’-GCG GCG AGA AAG AAA TAA AA-3’`

mATF3-R 5’-GGT GCA GGT TGA GCA TGT AT-3’

mNR4a2-F 5’-AGT CTG ATC AGT GCC CTC GT-3’

mNR4a2-R 5’-GAT CTC CAT AGA GCC GGT 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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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ITF-R 5’-TCC ACA GAG GCC TTG AGA 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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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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er forward(F), reverse(R) list/ m:mouse

9. JC-1 염색 분석

Mel-ab을 12 well plate에 4×105씩 깔아 주었다. 다음 날 rottlerin 1 µM,

CCCP 10 µM 을 처리한 후에 6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이후에, JC-1 2

mM을 DMEM에 넣고 vortexing을 통해 잘 섞어주고, 이를 통해 배지를 바꾸어

주고, 37 ℃, 암실 조건에서 30분간 incubation해주었다. 마지막으로 JC-1이 포

함된 배지를 제거하고 1xPBS로 washing 해준 후 초록색은 형광현미경

emission 520 nm로 빨간색은 650 nm로 관찰하였다.

10. B16F10 흑색종 세포 CRTC3 형광 분석

B16F10 흑색종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5씩, penicillin/streptomycin이 없

는 DMEM으로 깔아 주었다. 다음날 PEI를 이용하여 EGFP가 태깅된 CRTC3 

플라스미드를 3 µg을 tranfection 해주었고 6시간 뒤에 배지를 DMEM으로 갈아

주었다. 이틀 후에 각각 forskolin 10 µM, rottlerin 1 µM 처리하고, 1시간 후에  

형광현미경 emission 520 nm에서  관찰을 하고, rottlerin 1 µM을 처리한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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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orskolin 10 µM 을 처리하여 주고, 1시간 뒤에 emission 520 nm에서 통해

관찰을 하였다.

11.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통계분석은 GraphPad Prims을

이용하여 unpaired student’s t-test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고, p<0.05, p<0.01, 

p<0.001을 각각 *, **, ***으로 유의성 차이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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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Rottlerin의 CREB의 전사 활성을 억제

CREB의 전사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모터 활성 기

반의 리포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했다. Even-skipped homeobox 1 (EVX1) 유전

자는 프로모터 근위 부분에 -61 bp (TGACG) 및 -81 bp (CGTCA)에 두 개의

반쪽 CRE 모티프를 포함하는데, 이는 가장 높은 cAMP 민감성 및 반응성

CREB 표적 유전자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firefly 

luciferase 유전자 발현이 220 bp의 EVX1 프로모터 활성에 의해 조절되는 플

라스미드를 획득했고, 키나아제 억제제 라이브러리 화합물을 스크리닝하였다. 이

러한 스크리닝으로부터, 우리는 rottlerin이 forskolin에 의해 자극된 luciferase 

활성을 강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1 µM 농도의 rottlerin은 forskolin 매

개 EVX1 promoter 활성을 50 % 억제하였고, rottlerin의 양을 증가 시킴에 따

라 억제 정도가 증가되었다 (그림 1-1). 또한, CRTC2 또는 CRTC3의 과발현

에 의해 유발된 EVX1 프로모터 활성 또한 rottlerin 처리에 의해 약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2).

2. Rottlerin의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

또, 독립적으로 B16F10 흑색종세포주를 이용하여 고효율 멜라닌 생성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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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을 실시하였고, rottlerin이 B16F10 흑색종세포에서 농도에 따라서 멜

라닌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1). 다음으로 rottlerin이 일

반 멜라닌세포에서 항멜라닌생성성을 가지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과 비

교를 했을 때, rottlerin을 처리한 mel-ab 세포에서 축적된 멜라닌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0.5 µM과 1 µM 농도의 rottlerin은

각각 18 %와 50 %의 멜라닌 축적을 감소 시켰고, rottlerin 2-10 µM에서 멜라

닌 함량을 60 %까지 감소시켰다 (그림 2-3). 한편, rottlerin을 48시간 동안

0.1 µM 에서 10 µM 처리 한 결과 mel-ab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므로 rottlerin의 항멜라닌생성 효과는 비특이적 세포 독성에 의한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4). 1 µM rottlerin이 멜라닌 축적의 50 %를 억제하

고, 1 µM보다 높아졌을 때 항멜라닌생성 효과를 더 이상 크게 개선시키지 않았

기 때문에 모든 후속 실험은 1 µM rottlerin 농도로 진행하였다.

3. Rottlerin의 멜라닌 생성 유전자 발현 억제를 통해 멜라닌 합성을 억제

다음으로, rottlerin에 의한 멜라닌 축적의 감소가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

전자의 발현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과거의 관찰과 일치하게,

MITF 및 DCT 발현은 티로시나제 및 Tyrp1보다 먼저 유도되었고, rottlerin의

처리는 MITF, DCT, 티로시나제 및 Tyrp1 발현의 유도를 억제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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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감소 된 티로시나제 발현을 반영하여, rottlerin이 처리된 mel-ab 세포의

티로시나제 활성은 대조군 mel-ab세포의 활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림 3-

2). 생리학적 멜라닌 합성은 UVR에 의해 자극된 케라틴세포에서 유도된 α-

MSH와 멜라닌 생성 진행 순서에서 α-MSH에 의한 cAMP에 의해 진행된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예상대로, cAMP 작용제에 노출된 mel-ab 세포는 멜라닌 생

성을 증가 시켰고, rottlerin이 전처리 되어있는 mel-ab에서는 약화시켰다 (그림

4-1).

4. Rottlerin의 AMPK/CRTC를 통한 CREB 활성을 억제

Rottlelin은 PKCδ 선택적인 저해제로 알려져 있고 [17], 10 µM의 고농도

rottlerin을 처리하였을 때 mel-ab 세포의 PKC 활성을 낮추었지만, 10 µM 미

만의 rottlerin은 PKC 활성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1 µM rottlerin에

서 관찰된 항멜라닌생성효과가 PKC 활성 저해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ottlerin이 CREB의 전사 활성을 억제 하므로 (그림 1-1), rottlerin

이 CREB의 발현 수준 또는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CREB의 발현 및 인산화는 rottlerin의 농도 (0.1-10 µM)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았으며, 대신에 rottlerin의 용량에 따라 CRTC2 및 CRTC3의 인산

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멜라닌 세포에 대한 이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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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CRTC2/3를 직접 인산화 시킴으로써 AMPK의 활성화 시키면 핵에서

CRTC2/3가 세포질로 나오게 되면서 MITF를 포함한 CREB 표적 유전자의 발

현이 감소되었다 [14]. 따라서 rottlerin에 의한 CRTC2/3의 인산화가 AMPK 활

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Rottlerin에 노출을 시켰을 때 농도에 의존적

으로 mel-ab 세포의 AMPK가 활성화 되었고 (AMPK의 트레오닌 172 인산

화), AMPK의 하위 표적 유전자인 Raptor의 인산화가 유도되었다 (그림 5-1).

Rottlerin은 또한 마우스 배아 섬유 아세포 (mefs cell)에서 AMPK 및 Raptor 

인산화를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 시키므로, rottlerin 자극 AMPK 활성화는 멜

라닌 세포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더 낮은 농도에서

AMPK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 AICAR에 비하여 rottlerin의

AMPK 활성화능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AMPK의 활성은 주로 세포내의 AMP/ATP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JC-1 시약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를 확인해본 결과 rottlerin은

미토콘드리아 uncoupler로써 작동하여, 세포 내 ATP 레벨을 낮추어 AMP/ATP

비율을 증가시켜 AMPK의 활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5-2). 더욱이, cAMP 작용제인 forskolin을 단기간 노출시키면, 탈

인산화(아래 밴드)에 의해 CRTC의 핵침투가 촉진이 되었지만, rottlerin의 전처

리에 의해서는 CRTC2/3의 탈인산화가 억제되었다 (그림 5-3, 5-4). 여기서

rottlerin은 CRTC의 인산화와 연결되어 있고, rottlerin에 의해 유도된 AMPK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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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CRTC3를 세포질에 위치하도록 유도하며, forskolin에 의해 유도된 핵으로

의 이동을 억제했다 (그림 5-4).

5. Rottlerin에 의해 매개된 항멜라닌생성효과는 CRTC3 의존성

Rottlerin에 의한 CRTCs의 인산화와 핵에서의 유출의 증가를 관찰한 후,

rottlerin의 항멜라닌생성효과는 CRTCs/CREB 전사 활성에 대한 저해 효과를

통해 MITF 발현을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CRTC/CREB 표적 유전자 발현

의 burst-attenuation kinetics을 유지하면서, NR4a2, ATF3 및 MITF 전사 속

도는 cAMP 생산이 진행 되는 1-2 시간 내에서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 이후 감

소하였다. 이는 rottlerin의 전처리에 의해 약화 되었다 (그림 6-1). 이와 일치

하게, CRTC2/3 과발현 또는 forskolin 노출에 의해 자극된 MITF 프로모터 활

성은 rottlerin에 의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그림 6-2). Rottlerin의 MITF 발

현에 대한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forskolin과 rottlerin을 6시간 이내의 짧

은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에는 티로시나제의 mRNA 발현 및 프로모터 활성에

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림 6-3, 6-4). Rottlerin의 항멜라닌생성 효과가

CRTC/CREB 경로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CRTC3 knockdown mel-ab

세포를 이용했다. cAMP의 자극에 의한 멜라닌 축적은 대조군 mel-ab세포에서

rottlerin에 의해 강력하게 억제가 되었지만, CRTC3 knockdown mel-ab세포에

서는 rottlerin에 의한 멜라닌축적의 억제 효능이 미미하였다 (그림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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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과색소침착장애의 약물학적 적용을 위한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

많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로시나제의 촉매 활성을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하는 in vitro 억제제 스크리닝 분석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독성 문제

외에도 스크리닝으로 발견된 화학 물질은 종종 스크리닝 결과와 연관성 없는 결

과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스크리닝에 사용이 된 버섯 티로시나제와 포유 동물

의 티로시나제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또는 화학물질의 오프 효과로 인한 예상하

지 못한 세포 내 환경에서의 멜라닌 축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19,20]. 가장 일반적인 과색소침착질환인 흑색암전구종은 MITF 발현의 증가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29], UVR로 자극된 α-MSH 신호를 MITF로 전달하는

CREB의 주요 역할과 그 다음 단계의 멜라닌 생성 유전자 발현의 개념에 기초하

여, CREB의 전사 활성을 억제하는 분자가 과색소질환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추론했다. 본 연구에서는 Human Evx 프로모터가 CREB 활성에 가장 민

감한 반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MITF 대신에 CREB 억제제 스크리닝을 위

한 리포터 분석 시스템으로 적용을 했다.

CREB 억제제 스크리닝에서 발굴한 약물 중 rottlerin을 선택한 이유는

스크리닝에서 찾은 다수의 약물 중 rottlerin은 CREB 리포터 활동을 가장 강력

하게 억제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였기 때문이며, 더불어 rottlerin은 B16F10 흑

색종 세포 기반의 멜라닌 함량 스크리닝에서도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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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rottlerin의 CREB 기능에 대한 억제 효과와 일치하게 rottlerin이 MITF 

발현과 멜라닌 축적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mel-ab 세포 및 cAMP에 의해

자극된 mel-ab 세포 모두에서 감소 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목할 것은 이전

의 프로모터 리포터 기반의 스크리닝에서도 잠재적인 항멜라닌생성화합물로써

rottlerin을 확인한 것이다. Shirasugi et al의 논문에서 나타나는 연구에서 티로

시나제 프로모터 리포터 플라스미드를 안정하게 발현하는 B16F10 흑생종리포

터세포주를 확립하고, rottlerin이 티로시나제 프로모터 활성 및 발현을 감소 시

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1]. 우리의 현재 연구 결과는 rottlerin이 CREB의

전사 활성을 특이적으로 억제하고 티로시나제 발현의 감소가 MITF 발현의 감소

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Rottlerin은 PKCδ에 대한 선택적인 억제제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18], 누적된 보고서들은 PKCδ에 대한 특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2,23]. 

실제로 우리는 10 µM의 rottlerin이 PKC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그 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PKC의 활성 저해에 효과적이지 않아 멜라닌 생성 유전자 발현

의 rottlerin에 의한 PKC의 감소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rottlerin이 CREB 또는 전사 복합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다. Rottlerin에 의한 CREB의 발현이나 인산화 수준은 변하지 않았으나, 

대신 CRTCs 인산화가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cAMP에 의

한 CREB 표적 발현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 따르면 CREB의 인산화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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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B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대한 CBP/P300보충에 CRTC의 핵으로의 이

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AMPK family 키나아제에 의한 CRTCs의

인산화는 세포질 14-3-3과 CRTCs의 결합을 촉진하여 CRTC의 핵 이동을 억

제하여, CREB 표적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1,13,14]. 본 연구

결과에서는 CRTC의 인산화가 rottlerin에 의한 AMPK 활성에 상응하게 증가됨

을 확인하였고, cAMP 신호에 의한 CRTC의 핵 이동을 자극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Rottlerin에 의한 AMPK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rottlerin이 멜라닌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 

Soltff의 논문은 rottlerin이 parotid acinar 세포에서 세포의 ATP 수준을 감소

시킨 것을 보고했다 [23]. 따라서 우리의 연구결과로 볼 때 Soltff의 논문의 관찰

결과는 rottlerin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감소시킴으로써 세포내의 ATP 수준

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최근 Lehraki et al의 논문은 metformin

이 멜라닌생성을 막는다는 가능성을 보고했다. 그들은 metformin이 in vitro 멜

라닌 세포와 in vivo 실험에서 멜라닌 생성 유전자 발현 및 멜라닌 함량을 감소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5]. Metformin이 AMPK 활성을 자극하는데 이는 세

포 호흡의 억제함으로써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rottlerin과

metformin이 생물학적 움직임과 응용에 있어서 동일한 신호 전달 경로를 공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etformin의 항당뇨효과가 AMPK 및 CRTC2-CREB



20

억제와 부분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 중 하나

이다 [26,27]. 지방조직의 CRTC3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

러 생화학적 혹은 유전적 증거는 CRTC3의 억제가 비만 치료 전략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12]. 따라서 metformin의 체중감소 효과 [28]가 CRTC3/CREB 

활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rottlerin의 당뇨

병 및 비만치료에의 응용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재 연구는 rottlerin이 CRTC/CREB 의존성 MITF 

발현 조절을 목표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함을 보여주었다. AMPK 인산화를 통한

AMPK 활성화를 위해 수백 µM 및 mM 범위가 필요한 AMPK 작용제인

AICAR 및 metformin과 비교하여, 우리는 수백 nM 내지 µM 범위의 rottlerin

이 AMPK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rottlerin이 과

색소침착질환의 치료에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

는 CRTC/CREB 활성의 억제).

Rottlerin은 전통 의학으로 사용된 천연 식물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안

전 문제가 입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잠재적인 부작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멜라닌 세포에서 rottlerin의 µM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

을 알지 못했지만, 미토콘드리아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과다

투여 된 rottlerin은 세포 에너지 레벨을 고갈시키고 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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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토콘드리아 호흡과 올바른 용량 결정에 대한 연구와 그 분자 작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임상적 적용을 위해 진행되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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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CREB 리포터활성

Evx-Luc과 RSV-βgal을 tranfection한 293T cell에 rottlerin을 각 농도 별로

1시간 동안 전처리를 해주고, forskolin 5 µM 을 6시간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걷

어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RSV-βgal을 표준으

로 두고, luminescence 값에 나누어주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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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ottlerin의 CRTC2/3을 과발현시킨 293T세포에서 CREB 리포터활

성

Evx-Luc 과 RSV-βgal과 각각 CRTC2와 CRTC3을 transfection 한 293T 

cell에 rottlerin 1 µM 을 전처리해주고, forskolin 5 µM을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걷어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RSV-βgal을

표준으로 두고, luminescence 값에 나누어주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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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멜라닌 함량 감소

B16F10 흑생종 세포에 rottlerin을 각각 농도 별로 전처리해주고, forskolin 10

µM 을 16시간 처리해주었다. 후에 phenol-red가 빠진 media로 갈아주고, 이틀

후에 배지를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05 nm로 측정해주었다. 세포용해

물을 이용하여 BCA assay를 실시하여 표준으로 두고, 흡광도 405nm 값에 나

누어주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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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el-ab 세포에서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멜라닌 함량의 현미경 관

찰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함께 rottlerin을 각 농도 별로 처리해주고

96시간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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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l-ab 세포에서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멜라닌 함량 감소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함께 rottlerin을 각 농도 별로 처리해주고, 

96시간에 세포를 1N NaOH로 용해시켜주고,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05 nm로 측정해주었다. 세포용해물을 이용하여 BCA assay를 실시하여 표준으

로 두고, 흡광도 405 nm 값에 나누어주고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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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el-ab 세포에서 rottlerin의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

Mel-ab 세포에 rottlerin을 농도 별로 48시간으로 처리해주고, MTT assay를

진행하였다. DMSO를 처리한 세포를 대조군으로 비교하였고 plate reader를 이

용하여 흡광도 562 nm에서 측정 후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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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el-ab 세포에서 rottlerin의 처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단백질 발

현

Mel-ab 세포에 rottlerin 1 µM을 처리하고, 4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

간에 세포를 harvest 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하였다. 멜라닌생합성과 관련된

단백질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을 했고, α-tubulin을 loading control로

사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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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Mel-ab 세포에서 rottlerin 처리에 따른 티로시나제 활성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rottlerin 1 µM 을 처리하여주고, 96시간에

티로시나제 세포 용해 buffer를 통해, 세포용해물을 얻고 freeze thawing을 진

행하였다. BCA assay를 통해 단백질 농도를 맞추어주고, 세포용해물에 L-dopa

를 넣어주고, 37℃에서 1시간 30분 incubation해주고,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75 nm에서 10분마다 측정 후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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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에 따른 멜라닌 함량의 현미

경 관찰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함께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처리해주고 96시간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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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 처리에 따른 티로시나제 활

성 비교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처리

하여 주고, 96시간에 티로시나제를 위한 용해 buffer를 통해, 용해물을 얻고

freeze thawing을 진행하였다. BCA assay를 통해 protein 농도를 맞추어주고, 

세포용해물에 L-dopa를 넣어주고, 37℃에서 1시간 30분 incubation해주고,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75 nm에서 10분마다 측정 후 그래프를 그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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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의 처리에 따른 멜라닌생합성

단백질 발현 비교

Mel-ab 세포에 forskolin 10 µM 와 rottlerin 1 µM 을 처리하여 주고, 72시간에

세포를 harvest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하였다. 멜라닌생합성과 관련된 단백질

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을 했고, α-tubulin을 loading control로 사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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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의 처리에 따른 멜라닌생합성

mRNA의 변화 비교

Mel-ab 세포에 forskolin 10 µM 와 Rottlerin 1 µM 을 처리하여주고, 24시간마

다 RNA를 추출하여, RT-q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멜라닌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하였고, L32 mRNA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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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Mel-ab 세포에서 rottlerin 농도에 따른 AMPK/CREB 관련 단백질

의 인산화

Mel-ab 세포에 forskolin 10 µM와 0.1-10 µM의 rottlerin을 처리하여 주고, 1

시간 30분에 세포를 harvest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하였다. 단백질의 발현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을 했고, α-tubulin을 loading control로 사용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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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Mel-ab 세포에서 rottlerin과 forskolin에 따른 단백질의 인산화

Mel-ab 세포에 rottlerin 5 µM을 전처리 하여 주고, 30분 뒤에 forskolin 10 µM

을 처리하여 주었다. 1시간 30분에 뒤에 세포를 harvest하여, western blot을 진

행하였다. 단백질을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확인을 했고, α-tubulin을 loading 

control로 사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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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Mel-ab에서 rottlein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 변화

Mel-ab 세포에 각각 rottlerin 1 µM 과 positive control인 CCCP 10 µM을

JC-1을 섞은 배지와 함께 처리하여 주고 6시간 후에 형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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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B16F10 악성흑생종 세포에서 CRTC3-GFP의 약물 처리에 따른 세

포 내 위치 변화

B16F10 흑색종 세포에 CRTC3-GFP를 transfection 해주고,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주고, 1시간 후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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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의 처리에 따른 mRNA의 변

화

Mel-ab 세포에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처리하여주고, 1시간, 2

시간, 6시간에 각각 RNA를 추출하여, RT-q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EB 

표적 유전자를 확인하였고, L32 mRNA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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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Rottlerin의 CRTC2/3을 과발현시킨 293T세포에서 MITF 리포터활

성

MITF-Luc과 RSV-βgal과 각각 CRTC2와 CRTC3을 transfection한 293T 

cell에 rottlerin 1 µM 을 전처리해주고, forskolin 5 µM 을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걷어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RSV-βgal 값을 표준으로 두고, luminescence 값에 나누어주어 그래프를 그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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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Mel-ab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의 처리에 따른 티로시나제

mRNA의 변화

Mel-ab 세포에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처리하여주고, 1시간, 2

시간, 6시간에 각각 RNA를 추출하여, RT-q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32 

mRNA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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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Rottlerin의 293T세포에서 티로시나제 리포터 활성

293T 세포에 각각 Tyrosinase-Luc과 RSV-βgal을 transfection한 293T cell

에 rottlerin 1 µM 을 전처리해주고, forskolin 5 µM 을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

포를 걷어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luminescence를 측정하였다. RSV-βgal을

표준으로 두고, luminescence 값에 나누어주어 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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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Mel-ab CRTC3 knockdown 세포와 대조군 세포의 멜라닌 함량의

현미경 관찰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함께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처리해주고 96시간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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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Mel-ab CRTC3 knockdown 세포와 대조군 세포에서 forskolin과

rottlerin에 따른 멜라닌 함량 비교

Mel-ab 세포에 24시간마다 배지와 함께 forskolin 10 µM 과 rottlerin 1 µM 을

각 농도 별로 처리해주고, 96시간에 세포를 1N NaOH로 용해시켜주고,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05 nm로 측정해주었다. 세포용해물을 이용하여

BCA assay를 실시하여 표준으로 두고, 흡광도 405 nm 값에 나누어주고 그래프

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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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sct

The color of skin and hair is determined by the degree and ratio of the two 

types of melanin in the skin tissue. It is regulated by environmental stimuli 

and processes involving the interaction of two types of cells in the skin, 

melanocytes and keratinocytes. Skin tissue is an organ that protects the 

human body from the far front from a wide range of external stimuli. Melanin 

is synthesized from melanocytes present in skin tissue and is an important 

substance that protects skin tissue due to direct exposure such as ultraviolet 

rays and active oxygen. However, irregular hyperglycemia is a cause of 

hyperpigmentation such as freckl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REB on th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melanogenesis, 

tyrosinase, DCT, and Tyrp1.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of rottlerin on MITF expression and melanin synthesis, and 

to investigate the safety and mechanism of action of rottlerin. As a 

transcriptional reporter of CREB, EVX1-luciferase used in the laboratory 

was transfected into 293T cells, and the drug library was treated to screen 

for drugs with reduced expression of luciferase. Independently, we screened 

drugs that inhibited the production of melanin by treating the B16F10

melanoma cell line with drugs. As a result, rottlerin was identified as a drug 

that decreased CREB transcriptional activity and decreased melanin 

production. Melanin levels were measured by melanin assay in B16F10

melanoma cell line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rottlerin, and MTT assay 

was performed on Mel-ab cells to determine cell viability by drug. In 

addition, mel-ab cells were treated with rottlerin and forskolin individually 

and together to confirm the melanin-reducing effect on B16F10 melanoma 

cells and normal melanocyte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rottlerin's 

inhibition of melanogenesis, we examined the signal transduction mechanisms 

of proteins such as Raptor, CRTC3, CREB and AMPK through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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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ting and confirmed the expression of MITF, tyrosinase, Tyrp1 and DCT, 

which are involved in melanin biosynthesis. MITF reporter, tyrosinase 

reporter and qRT-PCR were used to confirm melanin biosynthesis-related 

gene expression regulation of rottlerin. CRTC3 KD cells were constructed to 

confirm dependence on CREB / CRTC3, and melanin reduction activity of 

rottlerin was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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