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최근에는 여성들이 화장품 기능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고기능

을 추구함에 따라 화장품의 청결 및 미적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밝고 흰 피부로의 미백 효과, 피부의 주름 개선 및 억제 

효과 등을 가진 고기능성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Jang & Lee, 2021). 

이중에서도 특히 밝고 하얀 피부인 미백 효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

은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피

부의 미백 효능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Jung et al., 2018).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

에서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melanocyte)의 활동

성, 혈관의 분포, 피부의 두께 및 카로티노이드, 빌리루빈 등의 인

체 내외의 색소 함유 유무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Kim, 2018; 

Jeong, 2018).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체 내의 멜라노사이트

(melanocyte)에서 타이로시나제(tyrosinase) 등의 여러 효소가 작용

하여 생성되는 멜라닌(melanin)이라는 흑색 색소인데 이 멜라닌 색

소의 형성에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생

리적 요인 및 자외선 조사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

(Seo et al., 2018).

신체 피부의 멜라닌(melanin) 세포에서 생성되는 멜라닌(mel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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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smetic functionality of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CTAA), which are effective in skin whitening. Methods: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cosmetic functionality of the mixed extract,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2,2-diphenyl-1-
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valuation,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evaluation,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evaluation, melanin production evaluation, cell toxicity evaluation 
was performed. Results: As a result of ABTS and DPPH radical analysis, CTAA-4 was 
60.7% and 59.1% at 500 μg/mL, respectively, showing the best antioxidant activity. 
As a result of the SOD-like activity analysis, CTAA-4 was confirmed to be 32.3±3.7% 
at the concentration of 500μg/mL, and in the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result, CTAA-4 was 29.6±3.6% at the concentration of 500 μg/mL. In the tyrosinase 
activity analysis result, CTAA-4 had the lowest tyrosinase activity at 59.7%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Melanin production was also found to be 44.6% of 
CTAA-4 compared to the control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As a result of 
cytotoxicity, all test substances had no cytotoxicity at a concentration of 100 to 
500μg/mL as cell viability was confirmed to be more than 95%.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mixed extract developed in this study 
has excellent inhibitory activity of free radicals and reactive oxygen species, and 
has excellent skin whitening effect by inhibiting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production.

Keywords: Skin whitening effect,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sarum siebol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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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는 검은 색소와 단백질의 복합체 형태를 갖는 페놀계 고분자 물

질로서, 태양으로부터 조사되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진피 이하의 피

부기관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피부 생체 내에 생겨난 자유 라디칼 등

을 잡아주는 등 피부내 단백질과 유전자들을 보호해주는 유용한 역

할을 담당한다(Kim et al., 2017). 이렇게 피부 내, 외부의 스트레스

적 자극에 의해 생겨난 멜라닌(melanin)은 스트레스가 사라져도 피

부 각질화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안정한 

물질이지만 멜라닌(melanin)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기

미나 주근깨, 점 등과 같은 과색소 침착증을 유발하여 미용적인 측면

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Kang et al., 2020).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교적 안전한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외선

에 의한 멜라닌(melanin) 색소 침착을 막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이전부터 아스코르빈산, 코지산, 알부

틴, 하이드로퀴논, 글루타치온 또는 이들의 유도체, 또는 타이로시나

제 저해 활성을 가진 물질들을 화장료나 의약품에 배합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이들의 불충분한 미백효과, 피부에 대한 안전성 문제, 화장

료에 배합 시 나타나는 제형 및 안정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Kim, 2021).

최근에는 화장품 기능뿐만 아니라 피부에 안전한 소재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자극이 적은 천연물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Jesumani et al., 2019; Chowjarean et al., 2019). 특히 꽃

이나 약재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

가 증대하고 있는데(Sharmeen et al., 2021), 이는 민간처방 약재로 

사용되어 그 효능이 검증되었으며, 더 나아가 피부에 자극이 없고 다

양한 효능을 갖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Kumudhini 

& Kumaran, 2020). 실제로 꽃이나 약재와 같은 천연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phenolic compounds 및 flavonoids 성분들은 미백이나 

항산화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nzella & 

Napolitano, 2019). 따라서, 다양한 천연물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소

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굴(Crassostrea gigas)은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비타민과 아

연,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굴

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글리코겐은 체내 소화흡수를 돕고, 혈액 생

성에 관여하며, 혈액을 맑게 하는 기능이 있다(Son et al., 2014). 뿐

만아니라 굴 껍질의 성분은 항암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soi et al., 2003; Hur et al., 2002). 

백지(Angelica dahurica)는 산형과의 구릿대 식물의 뿌리를 말린 것

으로, 감기에 의한 두통이나 코막힘에는 진통제로 사용되었고 멜라

닌 합성 억제 효과(Kim, 2011), 콜라겐 생성촉진 효과(Jung et al., 

2004), 항산화 효과(Lee et al., 2007)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신(Asarum sieboldii)은 진정, 진통, 면역억제, 항알러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Jang 

et al., 2010) 보고되었다. 

이전에 피부 미백을 위해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지만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Asarum sieboldii) 

추출물이 피부 미백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 미백에 효과를 나타내는 굴 껍질(Crassostrea gigas), 토

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

신(Asarum sieboldii) 혼합 추출물의 화장기능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연구결과, 혼합 추출물은 새로운 피부 미백 원료로써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Methods and Materials

1. 혼합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서는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Asarum sieboldii)

을 깨끗이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분쇄하여 분말화 하였으며, 이

들을 일정한 중량(45g:45g:37.5g:37.5g)으로 혼합하였다. 이러한 

혼합 추출물을 주원료로 추출 방법에 따라 열수혼합추출물(CATT-

1), 증숙열수혼합추출물(CATT-2), 환류혼합추출물(CATT-3), 증숙

환류혼합추출물(CATT-4)의 4개 실험군을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제

조 조건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실험방법

1) ABTS radical 소거활성

Table 1. Experimental sample preparation conditions

Extraction 
method

Experimental group

CTAA*-1 CTAA-2 CTAA-3 CTAA-4

Hydrothermal mixing Steam hot water mixing Reflux mixing The steamed reflux mixing

Extraction 
condition

After 20 times dilution with 
distilled water, extraction with 
stirring for 6 hours, repeated 

3 times at 70℃, 200 rpm 
conditions

2 times of 12 hours steaming 
at 100℃, dilute 20 times with 

distilled water after hot air 
drying at 50℃ for 6 hours, 

extraction with stirring 3 times 
for 6 hours at 70℃ 200 rpm 

condition

20-fold dilution with distilled 
water extraction under reflux 
for 6 hours at 70℃, repeated 

3 times

2 times of 12 hours steaming 
at 100℃, dilute 20 times with 

distilled water after hot air 
drying at 50℃ for 6 hours, 

extraction under reflux 3 times 
at 70℃ for 6 hour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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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조한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하여 100 μg/mL, 

250 μg/mL, 500 μg/mL 농도로 만든 후 7mM ABTS (Sigma, USA)

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Sigma, USA)를 혼합하여 암실

에서 12 h 간 동안 보관하고 상온에서 반응시켜 ABTS 양이온을 형

성시킨다. 이후 이후 microplate reader (Epoch2 NS; Biotek, USA)

를 사용하여 에탄올(ethanol; Daejung, Korea)을 넣어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96 well plate에 검액 

100 μL와 조제한 ABTS 용액 100 μL를 가하여 7 min간 실온에서 반

응하여 734 nm에서 측정한 뒤 공시험액과 비교하여 ABTS 소거율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 (%)=[Control-(Sample-Blank)]/Control

×100

Control: ABTS reagent의 흡광도

Sample: Sample+ABTS reagent의 흡광도

Blank: Sample+Blank의 흡광도

2) DPPH radical 소거 활성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하여 100 μg/mL, 250 μg/

mL, 500 μg/mL 농도로 만든 후, 96 well plate에 검액 100 μL와 0.2 

mM DPPH 100 μL를 넣고 30 min 후 microplate reader (Epoch2 

NS; Biotek, USA) 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대조군은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Sigma)를 사용하였다. 

공시험액과 비교하여 DPPH radical 소거율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DPPH radical 소거율(%)=[Control-(Sample-Blank)]/Control

×100

Control: DPPH reagent의 흡광도

Sample: Sample+DPPH reagent의 흡광도

Blank: Sample+Blank의 흡광도

3) SOD 유사활성,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평가

(1) SOD 유사활성 평가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하여 100 μg/mL, 250 μg/

mL, 500 μg/mL 농도로 만든 후, 검액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 (Tris Buffer pH 8.0; Sigma) 2.6 mL와 7.2 mM 

pyrogallol (pyrogallol; Sigma) 0.2mL를 첨가하여 25℃에서 10 

min간 반응시킨 후, 1 N hydrochloric acid (HCl; Daejung) 0.1 mL

를 반응시킨 액에 가하여 정지시킨다.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공시험액과 비교함으로써 SOD 유사활성

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2)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평가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하여 100 μg/mL, 250 μg/

mL, 500 μg/mL 농도로 만든 후 검액 1.0 mL에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Sigma) 0.6 mL, 1 mM xanthine 

(Sigma) 0.2 mL를 첨가한 후 0.2 U/mL xanthine oxidase (Sigma)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생성된 요산(uric acid)을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공시험액과 비교함으로써 잔틴 산화효소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4)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억제 활성 평가

실험물질인 혼합 추출물(CTAA-1-4)의 농도를 달리하여 

tyrosinase 활성을 분석하였다.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

하여 100 μg/mL, 250 μg/mL, 500 μg/mL 농도의 검액을 조제하

였다. 악성 흑색종 세포(B16F10; ATCC, USA)를 1×104 cells/mL

씩 분주하고 37℃, 5% CO2 조건 하에서 24 h 전에 배양 후, 100 nM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Sigma)가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였다. 이후, 농도별 실험물질과 대조군(물)을 각각 첨

가하여 3 일간 배양하고 10 m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Sigma)로 세척하였으며, 1% Triton X-100을 함유한 10 mM PBS 

(Sigma)에 현탁시킨 후, 5 min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활성측

정 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이 효소액을 96 well plate에 40 μL 넣고 

기질인 2 mg/mL 농도의 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Sigma) 100 μL를 첨가하였다. 37℃에서 1 h 동안 반응을 진행시킨 

뒤, ELISA reader (Epoch2 NS; Biotek, USA)를 이용하여 40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yrosinase의 활성도는 대조군의 흡광

도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5) 멜라닌 생성 평가

실험물질(CTAA-1-4)을 물에 희석하여 100 μg/mL, 250 μg/mL, 

500 μg/mL 농도의 검액을 조제하였다. 악성 흑색종 세포(B16F10; 

ATCC, USA)를 1×104 cells/mL 씩 분주하고 37℃, 5% CO2 조건

하에서 24 h 전에 배양 후 100 nM α-MSH (Sigma)가 포함된 배지

로 교환하였다. 이후 농도별 실험물질과 대조군(물)을 각각 첨가하여 

3 일간 배양하고 10 mM PBS (Sigma)로 세척하였으며, 1% Triton 

X-100을 함유한 10 mM PBS에 현탁 시킨 후, 5min간 원심 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이후 1N sodium hydroxide (NaOH; 

Daedung) 200 μL를 첨가하고 55℃에서 2 h 방치하여 멜라닌을 녹

여내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멜라닌 생성량(%)을 확인하

였다.

6) 세포 독성 평가

실험을 위한 실험물질(CTAA-1-4)의 안전성 시험으로 세포독

성 시험인 MTS assay (CellTiter 96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Sigma)를 사용하였다. 악성 흑색종 세포

(B16F10; ATCC, USA)를 1×104 cells/mL씩 분주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 h 전에 배양 후 100 nM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

몬(α-MSH) (Sigma)과 100-500 μg/mL의 농도의 실험물질과 대



160

Skin Whitening Efficacy of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 Trichosanthes cucumeroides, etc.

http://dx.doi.org/10.20402/ajbc.2021.0283

조군(물)을 첨가하여 다시 24 h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MTS 시약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Korea) 20 μL를 넣고 2 h 동안 배양 후, microplate reader 

(Epoch2 NS; Biotek,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세포생존율(cell viability)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ell viability (%)=[(Exp-Blank)/Control]×100 

Exp: 세포를 포함한 추출물의 흡광도

Blank: 세포를 포함하지 않은 추출물의 흡광도

Control: 세포를 포함한 증류수의 흡광도 

7) 자료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하에 독립적으로 3회 이상 실

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항산화활성 측정결과

ABTS는 안정적인 자유 라디칼로서 DPPH 라디칼과 함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Ng et al., 2021). DPPH radical

과 ABTS radical 모두 체내 산화 원인 물질인데 DPPH radical은 free 

radical, ABTS radical은 cation radical로 기질의 특징이 서로 다르

며,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결합 정도가 다를 수 있으

므로,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두 종류의 radical 소

거능을 모두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Shin et al., 2008).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법은 in vitro에서의 항산화능 측정 뿐만 

아니라 in vivo에서도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

용된다(Miller et al., 1993). ABTS를 peroxidase, H2O2와 반응시

켜 활성 양이온인 ABTS+가 형성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는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수치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항산화 평가를 할 수 있다(Jung et 

al., 2018). ABTS radical 분석결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아스코르브

산(Ascorbic acid)의 항산화능이 가장 뛰어났으며, 500 μg/mL에서 

99.2%로 확인되었다. 실험물질(CTAA-1-4)에서 항산화능이 가장 

뛰어난 실험군은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로, 500 μg/mL에

서 60.7%의 항산화능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환류 혼합 추

출물(CTAA-3)이 54.1%,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2), 열수 혼

합 추출물(CTAA-1)의 순으로 각각 500 μg/mL에서 52.9 %, 51.2 

%로 확인되었다(Figure 1). 

이는 Park et al. (2011)의 찔레 나무뿌리 추출물 실험과 비교했을 

때 열수 추출물에서는 70% 이상의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한 것에 비

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소거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PPH radical 분석결과, ABTS 분석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

여주었으며, 대조군인 ascorbic acid은 500 μg/mL에서 99.0 %로 측

정되었으며, CTAA-4, CTAA-3, CTAA-2, CTAA-1 순으로 모두 

500 μg/mL에서 59.1 %, 56.8 %, 52.3 %, 50.2 %로 확인되었다. 이

는 추출 방법에 따라 전자공여능의 차이가 있었지만 500 μg/mL 농

도에서는 추출 방법과 무관하게 50% 이상의 우수한 전자공여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Huang et al. (2005)에 의하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DPPH의 느린 

반응속도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DPPH radical보다

는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Jeong 

et al. (2007)이 양치식물을 80% 에탄올로 환류냉각 추출하여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했을 때에는 DPPH radical 소거능이 ABTS radical 

소거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출용매와 추출방법이 달라 추출물

에 용해된 유효성분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SOD 유사활성,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평

가결과

Superoxide dismutase (SOD)는 항산화 효소로서 세포에 유해한 

oxygen radical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고 다시 catalase에 의하여 

무해한 물분자와 산소분자로 전환시켜 활성산 소로부터 생체를 보호

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0). SOD는 자유 라디칼

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효소이고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보다 우수

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약 제재로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

으며, 현재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Figure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ixed extracts.
The steamed reflux mixed extract (CTAA-4) showed 60.7% at 
500 μg/mL, confirming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dat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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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t al., 2008). SOD 유사활성 분석결과, 가장 높은 실험 추출물

은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로, 500 μg/mL 농도에서 32.3±

3.7%로 확인되었으며, 환류 혼합 추출물(CTAA-3)은 500 μg/mL 농

도에서 30.2±3.5%로 분석되었으며,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

2)과 열수 혼합 추출물(CTAA-1)은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24.0

±3.6%, 20.1±2.3%로 분석되었다. 모든 실험물질은 농도 의존성으

로 소거활성이 분석되었으며, 대조군인 ascorbic acid보다는(99.1±

4.0%)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는 분자상의 산소를 수소(전자)수

용체로 이용하여 xanthine을 uric acid형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

하므로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의 저해효과는 유리 라디칼

의 생성 억제와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Yoon et al., 2007).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분석결과, 가장 높은 실험물질은 CTAA-4으로, 500 μg/mL 농도에

서 29.6±3.6%로 확인되었으며, CTAA-3, CTAA-2와 CTAA-1은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27.2±2.7%, 22.7±2.5%, 21.1±1.4%

로 분석되었으며(Table 2), SOD의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성으로 분석

되었다.

3.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억제 활성 평가결과

티로시나아제(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미

백 성분들은 이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tyrosinase의 활성은 melanosome에서 멜라닌이 생성되게 하는 효

소로서 피부노화 촉진 및 색소 침착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Jeon et al., 2021).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 분석결과,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

(CTAA-4) 500 μg/mL 농도에서 59.7%로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이 가장 낮게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류 혼합 추출물

(CTAA-3)이 500 μg/mL 농도에서 61.7%로 분석되었다.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2)과 열수 혼합 추출물(CTAA-1)은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64.0%, 70.4%로 분석되었다(Figure 3). 모든 실험물

질은 농도의존성으로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시켰

Figur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ixed extracts.
The steamed reflux mixed extract (CTAA-4) showed 59.1% at 
500 μg/mL, confirming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and 
showed the same trend as the ABTS analysis result.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dat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Table 2. Evaluation of SOD-like activity and xanthine oxidase inhibition
SOD-like activity (%) Xanthin oxidase Inhibition (%)

100 μg/mL 250 μg/mL 500 μg/mL 100 μg/mL 250 μg/mL 500 μg/mL

Control 93.6±3.3 97.1±3.5 99.1±4.0 95.2±3.9 96.0±3.9 98.3±3.8

CTAA*-1 10.1±2.4 14.5±2.0 20.1±2.3 10.3±1.1 13.5±1.7 21.1±1.4

CTAA-2 11.5±1.5 15.3±1.9 24.0±3.6 11.2±1.3 15.2±2.6 22.7±2.5

CTAA-3 13.2±2.4 17.6±3.3 30.2±3.5 13.5±1.6 17.1±2.5 27.2±2.7

CTAA-4 15.1±2.7 18.9±2.9 32.3±3.7 15.1±1.5 18.3±2.9 29.6±3.6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

Figure 3.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mixed extracts.
The steamed reflux mixed extract (CTAA-4) showed 59.7%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confirming the lowest tyrosinase 
activit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dat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α-MSH,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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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조군보다는 모두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멜라닌 생성 평가

멜라닌(melanin)은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외부 자극에 의하여 생성

되며, 기지, 주근깨, 검버섯 등 피부장애 및 노화를 유발시키는데 이

러한 멜라닌(melanin)은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효소의 생합성을 

통하여 생성되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

로 멜라닌(melanin)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Park et al., 2021).

멜라닌(melanin) 생성 분석결과,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

은 500 μg/mL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44.6%로 melanin 생성이 가

장 낮게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환류 혼합 추출물(CTAA-3) 500 

μg/mL,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2) 500 μg/mL, 열수 혼합 추

출물(CTAA-1) 500 μg/mL 순서로, 각각 melanin 생성이 대조군 대

비 47.6%, 54.7%, 56.9%로 분석되었다(Figure 4). 이러한 결과는 티

로시나아제(tyrosinase) 저해 활성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티로

시나아제(tyrosinase)가 감소할수록 멜라닌(melanin) 함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세포독성 평가

멜라닌세포 자극호르몬(α-MSH)이 처리된 마우스흑색종 세포에 

실험물질(CTAA-1-4)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TS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물질의 농도는 100-500 μg/mL 범위로 설정하였

으며, 악성 흑색종 세포(B16F10; ATCC, USA)를 배양하여 실험물질

의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실험물질(CTAA-1-4)의 세포독성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

험물질(CTAA-1-4)은 100-500 μg/mL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혼합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피부 미백에 효과를 나타내는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Asarum sieboldii) 등을 혼합한 추출물의 화장기

능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추출 방식에 따라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 환류 혼합 추출물(CTAA-3),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2), 열수 혼합 추출물(CTAA-1)의 4개 샘플을 제조하

였으며,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ABTS radical 분석결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의 항산

화능이 가장 뛰어났으며, 500 μg/mL에서 99.2%로 확인되었다. 실

험물질(CTAA-1-4)에서 항산화능이 가장 뛰어난 실험군은 증숙환

류 혼합 추출물(CTAA-4)로, 500 μg/mL에서 60.7%의 항산화능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DPPH radical 분석결과, ABTS 분석결과와 같

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대조군인 ascorbic acid은 500 μg/mL에서 

99.0%로 측정되었으며, CTAA-4, CTAA-3, CTAA-2, CTAA-1 순

으로 모두 500 μg/mL에서 59.1%, 56.8%, 52.3%, 50.2%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약용 천연물에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이 보

고된 연구결과들과(Hyun & Hyun, 2020; Chung, 2015) 유사하다. 

Figure 4. Melanin production evaluation of mixed extracts.
The steamed reflux mixed extract (CTAA-4) was analyzed to have 
the lowest melanin production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
mL, at 44.6% compared to the contro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dat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α-MSH,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Figure 5. Cytotoxicity assessment of mixed extracts.
As a result of the cytotoxicity of the test substance, the cell 
viability was more than 95% at all concentrations, so it was 
confirmed that the test substance (CTAA-1~4) had no cytotoxicity 
at the concentration of 100-500 μg/m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dat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TAA, mixed extracts of Crassostrea gigas , 
Trichosanthes cucumeroides, Angelica dahurica and Asarum 
sieboldii; α-MSH,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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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유사활성 분석결과, 가장 높은 실험 추출물은 증숙환류 혼합 

추출물(CTAA-4)로, 500 μg/mL 농도에서 32.3±3.7%로 확인되었

으며,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분석결과, 가장 높

은 실험물질은 CTAA-4로, 500 μg/mL 농도에서 29.6±3.6%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수, 초온가압 등의 방법으로 추출한 톳 

추출물의 잔틴산화 저해 활성을 살펴본 Kwon & Youn (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 분석결과, 증숙환

류 혼합 추출물(CTAA-4) 500 μg/mL 농도에서 59.7%로 티로시나

아제(tyrosinase) 활성이 가장 낮게 확인되었으며, 모든 실험물질은 

농도 의존성으로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멜라닌(melanin) 생성 분석결과, 증숙환류 혼합 추출

물(CTAA-4)은 500 μg/mL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44.6%로 melanin 

생성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저

해 활성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티로시나아제 (tyrosinase)가 

감소할수록 멜라닌(melanin)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물질(CTAA-1-4)의 세포독성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생존

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험물질(CTAA-1-4)은 

100-500 μg/mL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혼합 추출물은 자유라디칼과 활성

산소종의 저해 활성이 우수하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

과 멜라닌 생성을 저해시킴으로써 피부의 미백 효과가 탁월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 

(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

(Asarum sieboldii) 등의 추출물을 주 원료로 하는 마스크팩을 개발

할 경우,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며, 피부 자극이 발견되지 않는 안전

한 천연 미백 화장품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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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Asarum sieboldii) 혼합추출물의 피부 미백 효능 연구
최미정 

바이오의생명공학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한국

목적: 본 연구는 피부 미백에 효과를 나타내는 굴껍질(Crassostrea gigas), 토과근(Trichosanthes cucumeroides), 백지(Angelica 

dahurica) 및 세신(Asarum sieboldii) 등을 혼합한 추출물의 화장기능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추출 방식에 따라 증숙

환류 혼합 추출물(CTAA-4), 환류 혼합 추출물(CTAA-3), 증숙열수 혼합 추출물(CTAA-2), 열수 혼합 추출물(CTAA-1)의 4개 실

험물질을 제조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추출물의 화장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BTS, DPPH radical 소거활성 평가, SOD 

유사활성,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평가,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억제 활성 평가, 멜라닌 생성평가,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 ABTS radical 분석결과, CTAA-4가 가장 뛰어난 60.7%의 항산화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PPH radical 

분석결과, CTAA-4가 500 μg/mL에서 59.1%로 확인되었다. SOD 유사활성 분석결과, CTAA-4가 500 μg/mL 농도에서 32.3±

3.7%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결과에서도 CTAA-4가 500 μg/mL 농도에서 29.6

±3.6%로 확인되었다.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 분석결과에서도 CTAA-4가 500 μg/mL 농도에서 59.7%로 티로시나아제

(tyrosinase) 활성이 가장 낮게 확인되었으며, 멜라닌(melanin) 생성도 CTAA-4가 500 μg/mL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4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포독성 결과, 모든 실험물질이 세포생존율이 95%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100-5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혼합 추출물은 자유라디칼과 활성산소종의 저해 활성이 우수하며, 티로시나

아제(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저해시킴으로써 피부의 미백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피부미백 효능, 굴껍질, 토과근, 백지, 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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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牡蛎、瓜果、白芷和细辛混合提取物的皮肤美白功效 
 
崔媄淨 
生物医学生命工学研究所，京畿道高阳市，韩国

目的: 评估牡蛎、瓜果、白芷和细辛混合提取物(CTAA)的美容功能，这些提取物可有效美白皮肤。方法: 在本研
究中，为了评价混合提取物的美容功能，进行了ABTS、DPPH自由基清除活性评价、SOD样活性评价、黄嘌呤
氧化酶抑制活性评价、酪氨酸酶抑制活性评价、黑色素生成评价、细胞毒性评价。结果: ABTS和DPPH自由基分
析结果表明，CTAA-4在500 μg/mL时分别为60.7%，59.1%，显示出最佳的抗氧化活性。SOD样活性分析的结
果，CTAA-4在500 μg/mL浓度下为32.3±3.7%，黄嘌呤氧化酶抑制活性结果中，CTAA-4在500 μg/mL浓度下为
29.6±3.6%。在酪氨酸酶活性分析结果中，CTAA-4在500 μg/mL浓度下酪氨酸酶活性最低，为59.7%。与对照
组相比，CTAA-4的黑色素生成在 500 μg/mL的浓度下也是最低的，为 44.6%。细胞毒性测定结果显示，所有试
验物质在浓度为100至500 μg/mL时，细胞活力超过95%，均无细胞毒性。结论: 研究结果证实，本研究开发的
混合提取物具有优异的自由基和活性氧抑制活性，通过抑制酪氨酸酶活性和黑色素生成，具有优异的皮肤美白
效果。

关键词: 美白效果，牡蛎，瓜瓜，白芷，细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