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피부미백 미용기능식품 연구를 위한
영양유전체 기법의 활용
Application of Nutrigenomics in the Beauty Foods Resear ch
전정애·이성준*
Jungae Jeun, Sung-Joon Lee*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Korea University

서 론
피부건강을 유지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
해서 몸의 안팎에서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최근 삶의질 (quality of life; QOL)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1). Nutricosmetics라고 불
리는 미용식품에는 영양보조제와 nutraceutical의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주름개선, 피부노화방지, 미
백효능 등 기능성의 측면에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
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피부미용 개선에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에
서도 많은 연구와 제품화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로 생
각된다. 미용기능식품의 일차적 목적은 피부건강 개선
에 있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넓은 의미에서는 발모촉
진, 체중조절 등의 기능성을 포함하므로 향후 시장성
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진정한 아름
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에 있으므로, 우울증 개선, 스
트레스 감소 등 내적인 아름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도 광의의 미용기능식품에 포함되면 어떨까 생각
해 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용기능식품 가운데 여기
에서는 특히 피부미백 분야와 관련한 생물학적 기전,
제품화 동향 및 영양유전체를 이용한 연구에 관해 간
략히 논하고자 한다.

멜라닌 합성기전과 미백기능
멜라닌은 인체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로서 피부 표
피층의 melanocyte에서 생성되며 크게 짙은색의
eumelanin과 옅은색의 pheomelan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멜라닌은 아미노산인 tyrosine을 기질로
하여여러단계의효소반응을거쳐생합성되는데tyrosine이 DOPA, DOPA quinone으로 전환된 후, 복잡
한 단계를 거쳐 eumelanin과 pheomelanin으로 합성
된다 (그림 1). 이 과정에서 tyrosine을 DOPA
quinone으로 합성하는 tyrosinase효소가 율속단계 효
소 (rate-limiting enzyme)로 알려져 있다 (2,3). 따라
서, 미백효능물질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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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osinase 활성억제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경제적이고 빠르고 간편하
지만 이 방법으로 선정된 후보물질이 인체에서 유사
한 효능을 보이는 확률이 낮아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상용되어야 한다.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식물성 소재

그림 1. 멜라닌 생합성 기전 개요. DOPA, 3,4-dihydroxy-Lphenylalanine; DHICA,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 T, tyrosinase; TRP, tyrosinase related protein.

유해성이 적고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자원으로
식물성 천연물이 각광받고 있다. 이 중 tyrosinase 활
성억제 효능을 가진 물질로 phenols 화합물이 주를 이
루며 이는 크게 hydroquinone과 flavonoids로 분류
할 수 있다. Hydroquinons은 p-dihydroxybenzene
또는 1,4-Benzenediol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백효능
이 탁월하나 잠재적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Hydroquinone의 tyrosinase 활성저해메커니즘은
효소의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구리와의 상호작용,
melanosome 기능의 변환, glutathione의 감소, 반응
산소 발생에 의한 지방과 단백질 막의 산화작용 등에
의한다 (5).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과도한 흑
색색소 침착과 같은 세포독성 및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hydroquinone유도체로 arbutin과 gentisic acid가 있는데
특히, arbutin은 부작용이 적으면서 멜라닌색소 억제
작용이 강해 오래 전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어 왔
다 (6). Arbutin은 tyrosinsae 활성 저해효과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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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HICA polymerase 활성으로 인한 melanosome
생성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7).
Flavonoids는 현재 약 40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free radical 소거능과 전이금속과의 결합능을 통해 강
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 (8). 이들 물질 가운데
tyrosinase 활성저해 효과를 갖는 물질로 ellagic acid,
cinnamaldehyde, p-hydroxybenzoic acid, p-anicic
acid 등이 있으며 이들 화합물들은 tyrosinase 저해활
성뿐만 아니라 자외선 흡수효과와 함께 항 산화활성
등이 강하여 다양한 기전에 의해 종합적인 미백효능
을 가진다. 또한 백출(Atractylodis rhizoma)로부터
tyrosine hydroxylase 활성억제작용이 있는 selina 가
미백화장품 개발에 응용된 예가 보고되고 있는 등 각
종 식물 및 허브 추출물에서 무독성의 효능물질이 확
인되고 있다 (9).
이러한 천연자원 유래의 tyrosinase 활성저해 물질
의 기전 연구에 의하면 flavonoides가 갖는 tyrosinase
활성저해효과는 이들 물질의 효소활성부위에 존재하
는 chelate cooper에 대한 작용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
으며, 3-hydroxy 군이 존재할 경우 높은 저해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 조절과 미백기능
멜라닌합성유전자발현억제를이용하는것이tyrosinase 효소 활성 억제능과 병행하여 이용될 수 있는 미
백효능물질 스크리닝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체 내에서
멜라닌 합성경로의 유전자 발현조절은 피부암 발생 및
예방기전 연구와 맞물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멜라닌 합성유전자 발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
전에 의해 조절되는데 피부표피층에 있는 keratinocyte
와 melanocyte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즉, keratinocyte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이 멜라닌 합성유
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 (그림 2). 멜라닌 합성 유
전자 발현조절에 관해서는 최근 리뷰논문에 상세한 기
전이 소개되어 있다 (10).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째로, keratinocyte에서 분비되는 1) alpha-MSH,
ACTH 가 melanocyte의 수용체인 MCR-1을 통해

PKA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 하거나 2) PGE2/PGFalpha 가 melanocyte 수용체를 통해 PLC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 하고, 이것이 멜라닌 생합성 효소의 유
전자 발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MITF 핵수용체
(nuclear receptor) 발현을 증가하는 경로를 통하여 멜
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있으며 둘째로, 역시
keratinocyte에서 분비된 1) ET-1이 melanocyte 수
용체를 통해 2) 혹은 다른 여러 가지 cytokine이나 성
장호르몬이 melanocyte MAPK 신호전달 경로 활성
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s (TRP), DOPA chrome tautomerase
(DCT)와 같은 멜라닌 생합성 주요 유전자 발현을 촉
진 경로가 알려져 있다. 이 중, 피부미백소재 활성 효
능평가를 위해서는, 멜라닌 합성유전자 발현을 전체적
으로 조절하는 MITF 발현을 저해나 alphaMSH/ACTH 수용체인 MC1R의 활성이나 발현을 억
제하는 기전이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 발
현조절은 매우 복잡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조
절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한 두 가지 경로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 보다

그림 2. Keratinocyte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한
melanocyted의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조절 기전. Based on
and modified from T. Hirobe (2005) Role of keratinocytederived factors involved in regulating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mammalian epidermal melanocytes.
Pigment Cell Res, vol. 18, pp2-12.

전체적인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유전체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식품성분의 경우, 변화의 크기는 작지만 여러 가
지 다양한 유전자 발현변화를 일으켜 전체 유전체 발
현 패턴을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이 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유전체: 파워풀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기법
생물소재에 대한 생체내의 반응을 총체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영양유전체 분석 (nutrigenomics)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유전체 분석을 이용
하면 조직 내 전체 유전자 발현에 관한 방대한 정보
를 축적, 이용될 수 있어,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
나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천연물 소
재에 대한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영양유전체(nutrigenomics) 연구기법을 식
품성분 및 영양물질의 효능평가에 이용하면 여러 가
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식품성분이 생체 유전자 발현
에 주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둘째, 특
정 기능성 분석에 효과적인 새로운 바이오 마커 개발
이 가능하며, 셋째, 고농도 처리 후 유전체 분석결과
는 안전성 평가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마지
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질병 메커니즘 연구 등 기초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장점
이 있어 최근 기능성 식품 연구에 영양유전체 연구기
법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기법을 식품과학 및 영양과학 연
구에 이용하여 새로운 바이오소재의 효능 및 안전성
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post-genome시대의 세
계적인 연구동향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
한 적절한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면 세계수준의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 기능성 식품
소재의 효능 평가를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지표는 초
기 탐색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몇
가지 생체지표를 분석하는 지엽적 분석의 단점을 가
지고 있으므로 효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면서 경
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생물지표의 개발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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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icroarray 방법은 highthroughput screening (HTS) 기술로 신약개발 분야
에서 이미 선도물질을 탐색하는데 응용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연구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효능과 독성평가에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후보
건강 기능성소재들 효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다량 생
산/개발되는 천연물 소재를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같은 영양유전체 분석기법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아직 관련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다
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험단가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이 존재해 왔지만 최근 1-2년 동안에 실
험법이 많이 대중화 되어오면서 경제적인 microarray
platform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실험의 재현성도

그림 3. 영양유전체를 이용한 생체지표분석과 개발. 기능성물질이
세포내로 흡수 뇐 후 DNA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가져오면 이에따
라 mRNA 발현수준이 변화하며 이를 분석하는 것이 영양유전체
(nutrigenomics) 의 분야임. mRNA에서 발현된 단백질 발현이
나 생성된 대사산물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단백체, 대사체의
영역이며 유전체분야와 상호보완이 가능한 분야임. Based on and
modified from M. Muller (2003) Nutrigenomics: goals
and strategies. Nature Rev vol. 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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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어 적은 수의 array로도 비교적 믿을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대중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러한 영양유전체 연구법을 이용한 효능평가
는 특히, 멜라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 및 조절과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멜라닌 생합성
의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식품/화장품소재를 연구하
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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