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20세기부터 상처 등 인체 질환을 치료 관리하는 방법을 위하여 광

조사기를 사용한 예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레이저를 광

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Cheon et al., 2007). 주로 사용 될 수 있

는 레이저로서는 헬륨-네온을 기반으로 하는 632 nm 파장대를 갖

는 것과 GaAlAs을 기반으로 하는 660-950 nm에 해당하는 레이저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처의 종류 및 깊이, 또한 파장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증식도를 조절하고, 통증억제, 항염증 기능을 가지며, 

상처 치유를 돕는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Baxter et al., 

1991; Sakurai et al., 2000). 그러나 레이저는 에너지가 커서 세포 

손상의 우려가 있어 저출력 레이저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세포에서 높은 증식을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세포배양, 당뇨

쥐 그리고 사람에서 LED를 조사함으로 세포 증식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Cheon, 2008; Whelan et al., 

2004).

LED는 사용자와 피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과 사용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광 출력과 특정 파장을 선택함으로써 유해한 자외선이나 불

필요한 적외선 등이 방출되지 않는 장점으로 부작용의 위험이 적다.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낮음으로 조직이나 눈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의 LED 광원을 이용한 치

료를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에서 허가하고 있다(Kim 

et al., 2010). LED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수명이 길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부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장점

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10). 

현재까지 밝혀진 LED를 이용한 치료분야로서는 상처치유, 여드

름치유, 피부재생, 피부 각화증 치료, 알러지 비염, 항염증(Kim et 

al., 2013; Lim et al., 2007), 신생아 황달, 구강점막염증, 정맥 궤

양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LED의 다양한 특장점을 과학적으로 

분석과 입증을 통해 임상 치료영역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반면, 아

직까지 미용영역 중 피부 미백 활성 연구 분야는 아직도 더 밝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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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and regulatory 
mechanism of melanin biosynthesis in mouse-derived B16 melanoma cells (B16F10), 
using a light emitting diode (LED) light source irradiation device of three single 
wavelengths (630, 470, 525 nm) for irradiation of visible light (green, red, blue). 
Methods: Using three single-wavelength LED light sources, cytotoxicity,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biosynthesis were measured. Results: LED irradiation with 
green, red, and blue wavelengths did not show cytotoxicity or changes in melanin 
content at each wavelength. When the wavelength was irradiated alone, the blue 
and green LED wavelengths caused a decrease in tyrosinase activity, blocking the 
intracellular signaling mechanism that caused the increase in tyrosinase activity 
induced by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 In addition, protein kinase A 
cascade, an intracellular signaling mechanism that causes an increase in tyrosinase 
activity induced by α-MSH, was blocked, as it was inhibited with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Red series wavelength LED did not lead to any reaction. 
Conclusion: The irradiation of blue and green series wavelength LEDs among 
visible lights controls the mechanism involved in melanin formation in skin cells and 
results in skin whitening, which suggests that it can be effective in the whitening and 
cosmetic industry using L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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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미진한 분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10).  

또한 최근 LED를 이용한 건강관련 산업이 대두 되고 있고 살균기기, 

공기정화기능, 식물 생장촉진기능, 피부활성화기능(Lee et al., 2007), 

항염기능, 피부노화억제(Barolet et al., 2009), 자외선차단 및 과 색소 

침착 감소(Barolet & Boucher, 2008) 등의 많은 연구 성과가 제시되고 

있고, 피부의 재생은 기술도입단계로 비침습성, 부작용 없음, 환자의 

순응성, 사용의 편리성, 만족할만한 효과 등 자가 미용 치료기로서 시

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부의 재생 및 피부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은 의료비용 절감, 치료 

및 관리의 물리적 소요시간의 절감, 환자의 만족도 증가 등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외

국을 비롯한 국내에서도 응용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부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지원이 부족하고 

향후 피부관련 치료기의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병원용 대형의 고가 의료기기들을 출시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LED의 경제성 및 레이저와 같은 고 에너지의 광 조사 기

구의 단점에 관한 연구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파장에서의 LED의 탐

색 및 중요성에 관한 제안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 세포쥐를 

이용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LED 

광원을 활용 하여 동물 세포에서의 확실한 파장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파장의 혼합체인 빛을 파장별로 분

리하고 조사함으로써 세포수준에서 멜라닌의 합성 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가시광선(630, 470, 525 nm) LED 조사장치를 활용하여 

mouse 유래 B16 melanoma cell에서 멜라닌의 합성 및 조절 기전을 규

명하여 피부노화 및 피부미백 미용기기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Methods

1. LED광원 및 조사

LED 조사장치의 광원은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성을 방출하는 고휘

도 LED 램프를 사용하였다. 가시광선 조사량은 조사시간과 조사거리

로 결정하였으며, 세포를 가시광선 조사용 박스에 넣은 후 15 min 점

등/15 min 소등을 반복하여 조사하였다. 

멜라닌 함량과 타이로시나아제 활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포 배

양액에 α-MSH 등의 자극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농도는 별도로 정

한다. 

미용 LED 보드의 제작은 본 연구자의 실험 디자인 및 설계 내용에 

따라서 주문제작을 실시하였고 제작 및 공급 회사는 (주)엠아이테크 이

며, 제원은 1.1와트 (W), 12볼트, 0.1 암페어 (A)의 규격을 사용하였으

며, 50×50 mm 크기의 기판에 3×3열의 배열로 LED조사기판을 제작

하였다. 구체적인 LED 조사장치의 파장 및 조합은 Table 1과 같다.

LED 조사를 위해서 20×30×15 cm (W×L×H) 크기의 빛이 투

과하지 못하는 종이 재질의 박스를 제작하고 고압멸균을 실시하였

다. 제작된 LED는 박스의 상단 중앙에 동일한 크기의 구멍을 내어 

3M 테이프로 고정하였고 내부로 조사되는 광선이 다른 박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큐베이터 각층은 차폐를 실시하였다. 각 LED

의 조사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원부에는 24 h 타이머를 설치하

여 15 min 점등/15 min 소등이 반복되도록 하였다.

2. B16 melanoma cell

B16 melanoma cell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을 포함한 DMEM배지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37℃와 5%의 CO
2
를 

유지하는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는 매2일마다 교환하였으

며, 세포의 밀도가 90%가 도달하기 이전에 계대배양하였다. 냉동 보

관한 세포를 해동한 후 내지 5-6 passage 까지만 사용하였으며, 사

용 후 세포는 고압멸균 후 폐기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1) 시약

시약으로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Chem. 

Co., USA), fetal bovine serum (FBS; Wellgene, Korea),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Ch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Invitrogen, USA), tyrosinase (mushroom; 

Sigma Chem),  L-3,4-dihydroxy-L-phenylalanine (L-DOPA; 

Sigma Chem),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Sigma Chem)을 사용하였고, 이외 실험 중 사용한 buffer 및 시약들

은 시판되는 특1급 이상의 시약으로 직접 조제하였다.

2) 기기

실험에 사용한 기기는 Centrifuge (Vision sci. co., Korea), CO
2
 

Table 1. List of LED boards

No LED board

1 LED board red 3 lines/630 nm, 1.1 W (12 V×0.09 A), 50×50 mm

2 LED board blue 3 lines/470nm, 1.1 W (12 V×0.09A), 50×50 mm

3 LED board green 3 lines/525 nm, 1.1 W (12 V×0.09 A), 50×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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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 (Vision Scientific Co., Korea), Microscope (Olympus, 

Japan),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USA), water bath 

(Vision Scientific)을 사용하였다.

4. MTT assay

본 실험에서 B16 melanoma cell에 대한 sample들의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MTT assay를 사용하였는데, 이 정량법은 Mosmann 

(1983)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이 분석법은 노란색의 수용

성 기질인 MTT를 진청색의 비수용성인 formazan 질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세포의 mitochondria dehydrogenase의 능력을 이용한 방

법이다. 생성된 formazan의 양은 살아있는 세포 수에 비례한다.

세포를 배양하여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세포를 105개 정도 되

게 배지와 함께 180 µL를 넣고 LED를 설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박스에 plate를 넣고 배양기(37℃, 5% CO
2
)에서 표시된 시간 

동안 배양 후 MTT용액(0.5mg/ml) 50 µL를 넣어 4시간 동안 다시 

배양한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formazan 침전물에 150 µL의 DMSO

를 넣어 15 min 실온에서 방치하여 formazan을 녹이고 570 nm의 

파장에서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계산한

다. 결과는 control에 대한 %로 나타낸다.

Viability (% of control)= (A570 sampls/A570 control)×100

A570: absorbance at 570 nm

5. B16 melanoma cell내의 tyrosinase 활성도 및 melanin생성

량 측정

1) Tyrosinase 활성도 측정

세포를 배양하여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세포를 105개 정도씩 

넣고 반응군으로 LED를 설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박스에 

plate를 넣고 배양기(37℃, 5% CO
2
)에서 표시된 시간 동안 배양 후 

각 well의 세포를 10 m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

척하였으며, Triton X-100 1%를 함유한 10 mM PBS 100 µL에 현

탁시켰다. 현탁된 이 액을 vortexing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활

성측정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이 효소액을 40 µL 넣고 기질인 L-DOPA (2 

mg/mL) 100 µL를 첨가하였다. 37℃에서 1 h 동안 반응을 진행시

킨 뒤,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의 활성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활성도(%) = (A405 반응군/A405 control)×100

A405: absorbance at 405 nm

2) Melanin 생성량 측정

세포를 배양하여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세포를 105개씩 넣고 

반응군으로 LED를 설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박스에 plate

를 넣고 배양기(37℃, 5% CO
2
)에서 표시된 시간 동안 배양 후 표기

된 시간동안 배양한 후 각 well의 세포를 10mM PBS으로 세척한 후 

0.2N NaOH용액 400 µL를 첨가하고 60℃에서 1 h 동안 용해하였

으며,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멜라닌 양은 합성 멜라닌을 사용하여 작성된 표준 직선에서 구할 수 

있고, 실험군의 멜라닌 양은 대조군의 멜라닌 양에 대한 백분율로 구

한다.

6. α-MSH에 의한 tyrosinase 활성 및 과생성 melanin에 미치는 

영향

외부자극에 따른 B16 melanoma cell내 tyrosinase의 활성 및 과

생성 멜라닌에 각 sample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

Figure 1. Changes of melanin contents in B16 melanoma cell by 
treatment of α-MSH. 
Cells were incubated with 10 nM α-MSH for indicated periods and 
measured melanin content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1 versus the control 
group;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LED, light 
emitting diode.

Figure 2. Changes of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ies of B16 
melanoma cell by treatment of α-MSH. 
Cells were incubated with 10 nM α-MSH for indicated periods and 
measured tyrosinase activitie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versus the control 
group;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LED, light 
emitting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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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부자극제로 α-MSH를 사용하였다. α-MSH는 멜라닌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이적인 수용체와 결합하고, α-MSH와 그 수용

체의 복합체가 세포내의 cAMP를 증가시킴으로써 멜라닌 합성이 증

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 2018; Shim, 2019). 약물농도는 

α-MSH 100 mM로 정하였다. Tyrosinase 활성도와 과생성 멜라닌

의 생성량 측정은 Choi et al. (1995)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농

도별로 조제한 각 sample, arbutin, 외부자극제(α-MSH)를 세포에 

처리한 후 tyrosinase 활성도 및 과생성 멜라닌 양을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 값으로 표

현하였다. 통계처리는 방법은 SPSS 10.0 및 Sigma Plot 10.0 

software를 사용하여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0.05).

Results and Discussion

1. α-MSH 에 의한 멜라닌 생합성량 확인

B16 melanoma cell에 멜라닌의 생합성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인 호르몬인 α-melanine synthesis hormone (α-MSH)을 처리함

으로써 멜라닌 합성능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지점을 설정하기 위하

여 실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10 nM의 

α-MSH를 24, 48, 그리고 72 h 동안 B16 세포에 처리한 후 세포 내 

멜라닌 함량을 colormetry 법으로 측정한 결과 배양 시간 의존적으

로 멜라닌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72 h 배양 

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70% 가까이 멜라닌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p<0.01), 향후 시험에 72 h의 배양 조건이 최적

임을 제시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2. α-MSH 에 의한 tyrosinase 활성 변화 확인

B16 melanoma cell에 tyrosinase의 활성을 증가시키는것으로도 

알려진 α-MSH을 처리함으로써 tyrosinase의 활성이 최고에 달하는 

시간지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10 nM의 α-MSH를 24, 48, 그리고 72 h 동안 B16 

melanoma cell에 처리한 후 세포 내 tyrosinase의 활성을 DOPA

를 이용한 colormetry 법으로 측정한 결과 배양 시간 의존적으로 

tyrosinase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72 h 배양 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125% 이상 tyrosinase 활

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p<0.05), 향후 시험에 72 h의 배

양 조건이 최적임을 제시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효소 활성 

측정 시 소요되는 세포의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오차 범위가 큰 것

을 확인하였으나 유의성 평가 결과 72 h 배양 조건은 향후 실험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시광선(green, red, blue)조사에 의한 세포 독성 확인

가시광선 파장 중 대표적인 색상인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

를 조사함으로써 B16 melanoma cell에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

다. 상기에 명시된 호르몬 처리에 의한 세포 내 멜라닌의 형성능과 

tyrosinase 활성을 비교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72 h동안 15 min 

점등/15 min 소등을 반복하여 세포에 조사하였고 MTT assay를 통

하여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72 h동안 녹색, 적색, 청

색 계열 LED를 B16 melanoma cell에 조사함으로써 세포의 유의한 

증감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는 

Figure 3. Endogeneous cytotoxicities of LED. 
Cells were incubated with both LEDs for 72 h and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versus the control 
group; G3, green; R3, red; B3, blue;  LED, light emitting diode;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Figure 4. Changes of melanin contents by LED irradiation.
Cells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α-MSH and 
both LEDs for 72 h. Cells were then solubilized and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versus the control 
group;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B3, blue; R3, 
red; G3, green;  LED, light emitting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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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증식 또는 사멸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의 조사는 세포 독성

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heon (2008)은 633 nm LED 광원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

우 세포증식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이를 종합해보면 광 조

사 시 특정 파장의 선별적 사용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4. 가시광선(green, red, blue)조사에 의한 melanin 생합성도 변

화 확인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함으로써 B16 melanoma cell

의 내부에서 α-MSH에 의해 유도된 멜라닌의 생합성 증가를 억제하

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α-MSH의 처리는 B16세포의 멜라

닌 생합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녹색, 적

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를 통해 멜라닌의 함량을 조절하는지를 확

인하였을 때 각 파장의 광원 조사는 멜라닌 함량의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의 조사는 멜

라닌의 생합성 및 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

럼 가시광선 조사는 멜라닌 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와 

반대로 레드(630 nm)와 그린(520 nm) 파장이 섬유아세포에 영향을 

미쳐 세포의 증가가 보고되어졌고(Kim et al., 2015), 레드(633 nm) 

파장에서는 세포증식이 보고되어졌다(Cheon, 2008).

5. 가시광선(green, red, blue)조사에 의한 tyrosinase 활성 변화 

확인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는 멜라닌 함량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멜라닌의 생합성에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tyrosinase 

활성의 변화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α-MSH를 처리한 후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72 h동안 처리

하였고,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동시에 96 well plate에서 단

백질 양을 측정함으로써 단백질 당량당 tyrosinase 활성으로 환산하

여 백분율로 표시한 결과 α-MSH 처리에 의한 tyrosinase 활성은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150% 가량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에 반해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한 결과, 청색 파장 LED

를 조사한 경우 tyrosinase 활성은 거의 음성대조군 수준으로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p<0.01), 그 다음으로 녹색 계열의 파장

이 유의하게 tyrosinase 활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반해, 적색 계열의 가시광선 파장의 조사는 α-MSH 에 의해 유

도된 tyrosinase 활성의 증가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청색 계열의 파장과 녹색 계열의 파장은 α-MSH에 의해 유도

된 tyrosinase 활성 증가를 일으키는 세포 내 신호전달 기전을 차단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청색 계열의 가시광선 파장은 음

성대조군 수준까지 효소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광 조사 시

간의 조절 및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색 

가시광선 파장은 α-MSH 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을 변화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정 파장만이 세포에 작용하여 효소 활성

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660 nm LED가 

B16F10 세포에서 α-MSH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했

다고 보고한 Oh et al. (2017)와 830 nm와 850 nm LED에서 멜라

닌생성 및 tyrosinase 활성을 억제했다고 보고한 Kim et al. (2012)

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저장식품의 갈

Figure 5. Changes of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ies by LED 
irradiation.
Cells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α-MSH and 
both LEDs for 72 h. The cells were then solubilized and tyrosinase 
activities were measured.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versus the control 
group; B3, blue; R3, red; G3, green; α-MSH,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LED, light emitting diode.

Figure 6. Changes of intracellular cAMP concentration by LED 
irradiation.
Cells were incubat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α-MSH and 
both LEDs for 72 h. The cells were then solubilized and tyrosinase 
activities were measured.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 *p<0.05 versus the 
control group; cAMP,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B3, blue; R3, red; G3, green; 
LED, light emitting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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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현상을 막기 위해 파랑, 초록 빨강색 LED를 조사한 연구에서 파

란색 LED에서 강도가 증가할수록 tyrosinase 활성 저해효과가 증가

하였고, 빨강 LED에서는 tyrosinase 활성변화 없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ung et al., 2015). 

6. 가시광선(green, red, blue)조사에 의한 세포내 cAMP 수준 변

화 확인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는 멜라닌의 함량은 변화시

키지 않고 단지 tyrosinase의 활성만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한 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멜라닌의 생합성은 세포내 cAMP를 증가

시킴으로 다양한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고 cAMP-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을 경유하여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활성화를 통한 tyrosinase의 gene 

regulation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et al., 2000). 그

렇기 때문에 세포 외부 자극에 의한 가장 상위 기전인 cAMP의 활성

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포 내 cAMP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α-MSH 를 72 h 동안 처리한 B16 세포는 30% 이상의 cAMP 

함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청색, 녹색 계열 

LED를 조사하였을 때 α-MSH에 의해 상승된 세포내 cAMP의 함량

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적색 계열 LED의 조

사는 세포내 cAMP의 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적색 가시

광선 파장은 궁극적으로 tyrosinase 활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멜라

닌의 생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로 설명된다. 하지만, 앞

서 제시한 멜라닌 함량변화 결과에서 본 것과 달리, 청색 또는 녹색 

계열 LED 조사에 의해 tyrosinase 활성과 cAMP 함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반적인 멜라닌 합성 메커

니즘과 다른 기전을 통해 조절됨을 암시하고 있다. 

Conclusion

가시광선(green, red, blue)조사를 위하여 세가지 단일 파장

(630, 470, 525 nm)의 LED 조사장치를 활용하여 mouse 유래 B16 

melanoma cell에서 멜라닌의 합성 및 조절 기전을 규명한 결과 B16 

melanoma cell에서 α-MSH에 의한 멜라닌의 합성은 72 h 배양 시

간에서 멜라닌의 함량 및 tyrosinase 활성이 최고로 나타났다.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 조사는 기존의 전구와 달리 발열이 광

원자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월등히 높아 열에 

의한 손상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각 파장에 의한 내재적인 세포 독

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를 통해 멜라닌의 함량을 조

절하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각 파장의 광원 조사는 멜라닌 함량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청색 계열 및 녹색 계열의 파장은 

tyrosinase 활성 감소를 일으켜 청색 계열 및 녹색 계열의 파장이 

α-MSH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 증가를 일으키는 세포 내 

신호전달 기전을 차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색, 적색, 청색 계열 LED를 조사가 tyrosinase의 활성 조절 및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protein kinase A에 관여하는 인자인 cAMP

의 형성에도 청색 및 녹색 파장이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결과는 청색 계열의 파장과 녹색 계열의 파장은 α-MSH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 증가를 일으키는 세포 내 신호전달 기

전인 protein kinase A cascade를 cAMP를 억제함을 통해 차단하였

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파장 선택성이 우수한 LED를 사용

하여 B16 melanoma cell에서 멜라닌의 합성에 미치는 다양한 신호

전달 기전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미백 및 향장 미용 산

업에서 응용 가치가 높은 기초적인 지식과 심도 깊은 응용 분야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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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시광선(녹색, 적색, 청색) 조사에 따른 멜라닌 생합성 억제 효과

고경륜 

서영대학교 뷰티미용과, 광주, 한국

목적: 본 연구는 가시광선(녹색, 적색, 청색)조사를 위한 세가지 단일 파장(630, 470, 525 nm)의 LED 광원 조사장치를 활용하여 

mouse 유래 B16 melanoma cell (B16F10)에서 멜라닌의 생합성 저해 효과 및 조절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법: 세가

지 단일 파장의 LED 광원을 이용하여 세포독성, tyrosinase 활성도 측정, melanin 생합성도 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녹색, 적색, 

청색 계열 파장의 LED 조사는 각 파장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멜라닌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 파장을 단독 조사하였

을 때 청색 및 녹색 계열 LED 파장은 tyrosinase 활성 감소를 일으켜, α-MSH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 증가를 일으키는 세

포 내 신호전달 기전을 차단하였다. 또한 α-MSH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 증가를 일으키는 세포내 신호전달 기전인 protein 

kinase A cascade를 cAMP로 억제함으로써 차단하였다. 적색 계열 파장의 LED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가시광선 중 청색 

및 녹색 계열 파장의 LED의 조사는 피부 세포에서 멜라닌의 형성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조절하고 피부 미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LED를 이용한 미백 및 향장 미용 산업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발광 다이오드, 멜라닌 합성, B16 melanoma cell, 티로시나아제,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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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可见光（绿色，红色，蓝色）照射对黑色素生物合成的抑制作用 
 
高炅輪 
瑞永大学校美容科，广州，韩国

目的: 本研究旨在为照射可见光（绿色，红色，蓝色）使用三种单一波长（630、470、525 nm）的LED光源照
射装置，研究黑色素生物合成对小鼠衍生的B16黑色素瘤细胞（B16F10）的抑制作用和调节机制。方法: 使用三
个单波长LED光源，测量细胞毒性，酪氨酸酶活性和黑色素的生物合成。结果: 绿色，红色和蓝色波长的LED照
射在每个波长下均未显示出细胞毒性或黑色素含量的变化。当单独照射波长时，蓝色和绿色LED波长导致酪氨酸
酶活性降低，从而阻止了引起α-MSH诱导的酪氨酸酶活性增加的细胞内信号传导机制。另外，蛋白激酶A级联反
应（一种引起α-MSH诱导的酪氨酸酶活性增加的细胞内信号传导机制）被阻断，因为它被cAMP抑制。红色系列
波长的LED没有引起任何反应。结论: 可见光中蓝色和绿色系列波长LED的照射控制了皮肤细胞中黑色素形成的
机制，并导致皮肤美白，这表明它将来在使用LED的美白和化妆品行业中可能是有效的。

关键词: LED，黑色素生成，B16黑色素瘤细胞，酪氨酸酶，美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