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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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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oxyribose 1-phosphate (dRP) on melanogenesis was investigated in B16 melanoma cells. dRP
increased both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s and melanin content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B16 cells. These
effect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apocynin (Apo) and diphenyleneiodonium (DPI), which are inhibitors of the NADPH
oxidase (NOX). DIOA, a blocker of the K+-Cl−-cotransports (KCCs), significantly inhibited dRP-induced activation of
KCCs and melanogenesis. The NOX inhibitors(Apo and DPI) also significantly blocked dRP-induced activation of KCCs.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dRP may activate KCCs through NOX-mediated ROS production, and in turn,
induce melanogenesis in B16 cells.
Keywords Deoxyribose 1-phosphate, Melanogenesis, NADPH oxidase, K+-Cl−-cotransport, Reactive oxygen species, B16
melanoma cell

서 론(Introduction)

절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중 티로시나제의 활성에 관여
하는 것으로서 cAMP 와 산화질소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멜
4)

인간에서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로 작용하는 멜라닌은 피

5)

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분자적 조절 기작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부의 구조 중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의 소기관인 멜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닌소체에서 생성되며 자외선 조사와 독성 물질 등의 물리?화학

디옥시리보스 1-인산(deoxyribose 1-phosphate)는 세포 내에서

적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방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뉴클레오사이드로부터 thymidine phosphorylase (TP), uridine

하고 있다. 만약, 피부에서 멜라닌 생성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phosphorylase (UP), 및 purine nucleoside phosphorylase (PNP)

과색소침착이 일어나 흑색점이나 기미, 나아가 악성 흑색종 등

와 같은 효소에 의해 생성된다. 세포 내 대사물로서 생성된 디

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멜라닌 생성 기능이 상실되거나

옥시리보스 1-인산은 여러 생리활성 작용을 나타내며, 특히 내

저하되면 저색소침착이 일어나 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피세포의 이동과 혈관신생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디옥시

서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에서 적절

리보스 1-인산의 작용은 활성산소종에 의해 매개되며, 또한 디

한 수준으로 멜라닌 생성이 조절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옥시리보스 1-인산이 직접적으로 NADPH oxidase (NOX)를 활

1)

6)

7)

2)

8)

성화시켜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멜라닌소체에서 일어나는 멜라닌의 생합성은 여러 효소의 협

9)

동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 중 티로시나제는 율속 효소로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TP는 종양세포

작용하여 티로신에서 3,4-dihydroxyphenylalanine (DOPA)를 거쳐

에서 많이 발현되는데 TP의 발현 정도는 종양세포의 성장, 혈

DOPA quinone을 형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멜라닌 생성을 조

관신생 및 전이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3)

10)

종양세

포에서 TP의 발현이 높으면 그만큼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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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체적을 조절하는 생리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신
경계 질환 등에서 병태생리학적 기전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알
려진 칼륨-염소-공동수송체(K -Cl−-cotransport) 는 식물성 알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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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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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성분인 아피제닌에 의한 멜라닌 합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켜 생성된 결정체를 DMSO로 용해시켜 540 nm에서 ELISA reader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현재로서는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

(Molecular Device, 미국)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는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분자 기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13)

정이나, 이 수송체의 작용으로 인해 세포 내 칼륨과 염소이온
농도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염소이온은 멜
라닌 합성에 중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제와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

14)

이러한 사실들을 종

멜라닌 정량
멜라닌 정량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
용하여 시행하였다.

16)

간단히 설명하면, B16 세포를 48시간 배

합하여 보면, 칼륨-염소-공동수송체는 세포 내 염소이온의 감소

양한 후 균질완충액으로 용해시킨 뒤, 세포 알갱이(pellet)를 녹

로 인한 티로시나제 활성의 증가를 통해 멜라닌 합성을 촉진한

인 다음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 미국)를 사용하여

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멜라닌 생성량은 멜라닌 표준

본 연구실의 이전 연구에서 NOX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
이 멜라닌 합성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사
실을 보고한 바 있다.

13)

품(Sigma-Aldrich, 미국)을 사용하여 작성된 표준 검량선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NOX를 활성화시켜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킨다고 알려
진 디옥시리보스 1-인산 의 멜라닌 합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
9)

세포 내 활성산소종 측정
세포 내 활성산소종은 이전 보고한 논문에서와 동일하게 DCFH간단히 설명하면, 발

고 활성산소종과 연동된 신호로 밝혀진 칼륨-염소-공동수송체

DA 형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생된 활성산소종에 의해 DCFH-DA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2',7'-

15)

13)

dichlorofluorescein (DCF)을 485nm 파장에서 여기 시켜, 530nm

방 법(Methods)

파장에서 나오는 형광을 형광분석기(Hitachi F4500, 일본)로 측
정하였다. 활성산소종의 생성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시약
Apocynin (Apo), diphenyleneiodonium (DPI), deoxyribose 1-

나타내었다.

phosphate (dRP),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

세포 내 칼륨이온 농도 측정
세포 내 칼륨이온 농도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와 동일하

zolium bromide (MTT) 및 그 외 각종 용매와 약물은 Sigma-

간단히 설명하면,

Aldrich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R-(+)-[(2-n-butyl-6,7-dichloro-2cyclopentyl-2,3-dihydro-1-oxo-1H-inden-5-yl)oxy]acetic acid (DIOA)

게 PBFI/AM 형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는 BIOMOL Research Laboratories (미국)에서 fetal bovine

380 nm 파장에서 여기 시켜, 500 nm 파장에서 나오는 형광을

13)

B16 세포에 PBFI/AM을 세포 내로 봉입시킨 후, 340 nm 및

serum (FBS)과 penicillin-streptomycin 혼합액은 GIBCO (미국)에

Hitachi F-4500 형광분석기(Hitachi Inc, 일본)를 사용하여 측정하

서 구입하였다.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 N-

였다. 세포 내 칼륨농도의 변화, 즉 칼륨 유출량은 대조군과 비

(6-methoxyquinolyl) acetoethyl ester (MQAE) 및 potassium-bind-

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ng benzofuran isophthalate/aceoxylmethyl ester (PBFI/AM)는
Molecular Probes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이들 형광탐침(fluorescent
probe)은 dimethyl sulfoxide (DMSO)(Sigma-Aldrich, 미국)에 녹여

세포 내 염소이온 농도 측정
세포 내 염소이온 농도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와 동일하
게 MQAE 형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농축액으로 만든 후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17)

간단히 설명하면,

B16 세포에 MQAE를 봉입시킨 후 365 nm 파장에서 여기시켜

세포 배양

450 nm 파장에서 나오는 형광을 Hitachi F-4500 형광분석기(Hitachi

B16 흑색종 세포는 서울대학교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
다. 구입한 세포는 10% FBS와 penicillin (100 IU/mL) 및 strep-

Inc, 일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 내 염소농도의 변화, 즉
염소 유출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omycin (50 µg/mL)을 함유한 DMEM 용액으로 37 C로 유지되
o

는 5% CO 배양기(Forma, 미국)에서 배양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통계적 검정
모든 실험은 네 번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평균값
±SEM으로 나타내었고 통계 처리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이전 발표한 논문에서와 동일하게 MTT 분석

하였고 각각의 유의성 비교는 Student-Newman-Keul’s test를 이

간단히 설명하면, B16 세포를 48

용하여 실시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만 통계학적 유의

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6)

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용액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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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RP on cell viability in B16 melanoma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or without each concentration of dRP for
48 hr. Cell viability assay was done by the MTT staining method.
Results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condition in which
cells were grown in medium without dRP. Abbreviations: dRP,
deoxyribose 1-phosphate;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세포 독성
B16 흑색종 세포에 대한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독성을 MTT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디옥시리보스 1-인산은 300 µM를
투여해도 세포 생존율에 유의성 있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Fig. 1). 따라서 다음 모든 실험에는 디옥시리보스 1-인산을 100
µM 이하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실의 조사로서는 아직까
지 디옥시리보스 1-인산이 직접적으로 세포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멜라닌 생성 촉진 효과에 미치는 NOX유래 활성산소종의 역할
B16 세포에서 디옥시리보스 1-인산이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세포에 디옥시리보스 1-인산을 처리하고 멜
라닌 생성량이 분석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시간인 48시간 동
안 배양한 후 그 효과를 관찰한 결과, 디옥시리보스 1-인산을
처리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 합성이 증가되었으며 50
µM과 100 µM 농도 처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약 220%
및 3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촉진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A).
본 연구실의 조사로서는 아직까지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디옥
시리보스 1-인산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가 없다.
최근 디옥시리보스 1-인산이 NOX의 활성화를 통해 활성산소

Fig. 2. Role of ROS produced by NOX in the dRP-induced
melanogenesis in B16 melanoma cells. The data (B) show changes
in ROS levels as a function of time. The arrow shows the time point
for addition of dRP (100 µM). In these experiments DPI (50 µM) and
Apo (100 µM) were used as NOX inhibitors. In the data (A) and (C),
quantitative changes in melanin contents and ROS, respectively,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condition in which cells were
grown in medium without dRP. *p<0.05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p<0.05 compared to dRP alone. Abbreviations: Apo,
apopcynin; DPI, diphenyleneiodonium; dRP, deoxyribose 1phosphate; NOX, NADPH oxidase; ROS, reactive oxygen species.

종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활성산소종은 멜라닌 생
9)

실험에 사용

성산소종의 발생이 유도되는 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디

한 B16 세포에서도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해 NOX-유래 활

옥시리보스 1-인산(100 µM)을 처리했을 때 활성산소종의 발생을

성에 중요한 매개체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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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tivation of KCC induced by dRP in B16 melanoma cells. The data (A) and (C) represent intracellular K+ and Cl− changes with time,
respectively. The arrows show the time point for addition of dRP (100 µM). In these experiments DIOA (100 µM) was used as a KCC inhibitor.
In the data (B) and (D), quantitative changes of K+ and Cl− efflux we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condition compared to control
condition in whic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a drug-free vehicle. *p<0.05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p<0.05 compared to dRP alone.
Abbreviations: DIOA, R-(+)-[(2-n-butyl-6,7-dichloro-2-cyclopentyl-2,3-dihydro-1-oxo-1H-inden-5-yl)oxy]acetic acid; dRP, deoxyribose 1phosphate; KCC, K+-Cl−-cotransport.

증가시켰으며(Fig. 2B) 이 효과는 농도-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

발될 수 있다.

19)

B16 세포에서 NOX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

또한 이 효소가 활성산소종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다(Fig. 2C). 또한 NOX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고 알려

되었고,

진 DPI (50 µM) 및 Apo (100 µM) 를 처리한 군에서 디옥시리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스 1-인산에 의한 활성산소종의 발생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

한 효소인 티로시나제는 전사 단계에서 microphthalmia-associated

다(Fig. 2B and 2C). 더불어 이들 억제제는 디옥시리보스 1-인산

transcription factor (MITF)에 의해 조절되는데,

에 의한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Fig.

발현은 또한 활성산소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작용은 활성

2A). 이 결과는 디옥시리보스 1-인산이 먼저 NOX의 활성화를

산소종에 의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 (ERK)

18)

20)

13)

다른 한편으로, 멜라닌 합성에 중요
21)

이 전사인자의

통해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킨 다음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멜라닌

와 c-Jun N-terminal kinase (JNK)의 활성화에 기인한다는 사실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밝혀졌다.

22)

따라서 활성산소종은 ERK 및 JNK의 활성화에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종의 생성은 미토콘드리아, 혹은 세포질

의한 MITF와 티로시나제에 대한 영향으로 멜라닌 생성을 조절

에 존재하는 여러 효소 및 세포막에 존재하는 NOX에 의해 유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활성산소종의 정확한 기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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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칼륨-염소-공동수송체는 처음 적혈구에서 그 존재가 알려진
이래 많은 세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25)

체적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

주기능은 세포의

또한,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의 발병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
다.

27)

본 연구의 결과로써 아피제닌과 같은 외부에서 투여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13)

세포 내부에서 생성되는 디옥시리보스 1-

인산에 의해서도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활성이 조절되며, 이
작용으로 인해 멜라닌 합성이 촉진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활성화에 의해 멜라닌
합성이 촉진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다만, 그 기전으로서 세포 내 염소이온의 농도
Fig. 4. Role of KCC in the dRP-induced melanogenesis in B16
melanoma cells. In the data, quantitative changes in melanin contents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condition in which cells were
grown in medium without dRP. In the experiments DIOA (100 µM)
was added 5 min before dRP (100 µM) application. *p<0.05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p<0.05 compared to dRP alone.
Abbreviations: DIOA, R-(+)-[(2-n-butyl-6,7-dichloro-2-cyclopentyl2,3-dihydro-1-oxo-1H-inden-5-yl)oxy]acetic acid; dRP, deoxyribose
1-phosphate; KCC, K+-Cl−-cotransport.

변화에 의해 멜라닌 합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
면, 염소이온은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
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14)

이와 유사

한 연구로 최근 염소이온 통로인 GABA 수용체의 활성에 따라
멜라닌 합성이 조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8)

따라서, 칼륨-염

소-공동수송체의 활성화에 의한 세포 내 염소이온의 유출로 인
해 멜라닌 합성이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신호체계로서 NOX와 칼륨-염소-공동수
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며 향후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송체와의 관계
위의 실험 결과에서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멜라닌 합성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촉진작용이 NOX-유래 활성산소종 및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멜라닌 생성 촉진 효과에 미치는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역할
세포 내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종에 의해 칼륨-염소-공동수송체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연구
에서는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신호체계로서 NOX와 칼륨-염소
-공동수송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B16

의 활성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멜라닌 합성을 유도한다는 사

세포에서 세포 내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종에 의해 칼륨-염소-공

실 이 알려져 있으므로,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활성산소

동수송체의 활성이 유도된다 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디옥시리

종-매개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에 칼륨-염소-공동수송체가 모종

보스 1-인산에 의한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활성화가 NOX-유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칼륨-염소-공

래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도된다고 가장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13)

13)

동수송체의 활성을 검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칼륨 및 염소이

실험 결과에서 디옥시리보스 1-인산(100 µM)에 의한 칼륨 및 염

온의 유출 에 미치는 디옥시리보스 1-인산의 영향을 관찰한 결

소이온 유출은 NOX 억제제인 DPI (50 µM) 및 Apo (100 µM)를

과, 디옥시리보스 1-인산(100 µM)은 세포 내 칼륨 및 염소이온

처리한 군에서 각각 차단되었다(Fig. 5A and 5C). 이들 약물 자

농도를 서서히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칼륨 및 염소이온의 유출

체적으로는 칼륨 및 염소이온 유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디

23)

작용은 칼륨-염소-공동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고 알려진

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유출 촉진작용에는 각각 통계적으로

약물인 DIOA (100 µM) 의 전처리에 의해 각각 확연히 차단되

유의성 있는 차단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5B and 5D).

24)

었다(Fig. 3A and 3C).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칼륨 및 염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멜라닌

소이온 유출은 농도-의존적으로 나타났고, 50 및 100 µM 투여

합성 촉진작용은 NOX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칼륨-염소-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 효과는 DIOA의 전

공동수송체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

처리에 의해 유의성 있게 차단되었다(Fig. 3B and 3D). 또한,

다. 간암 세포에서도 NOX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칼륨-염

DIOA는 그 자체로는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디옥

소-수송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

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을 유의성 있게

만, 아직까지 NOX와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상호 연관성에 관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 이 결과들은 B16 세포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활성 조

칼륨-염소-공동수송체가 기능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디옥시리보

절 기전에 미치는 NOX의 역할에 대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 1-인산에 의해 활성화되며, 나아가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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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volvement of NOX in the dRP-induced KCC activation in B16 melanoma cells. The data (A) and (C) represent intracellular K+ and
Cl− changes with time, respectively. The arrows show the time point for addition of dRP (100 µM). In these experiments DPI (50 µM) and Apo
(100 µM) were used as NOX inhibitors. In the data (B) and (D), quantitative changes of K+ and Cl− efflux we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condition compared to control condition in which the cells were treated with a drug-free vehicle. *p<0.05 compared to negative control.
#
p<0.05 compared to dRP alone. Abbreviations: Apo, apopcynin; DPI, diphenyleneiodonium; dRP, deoxyribose 1-phosphate; KCC, K+-Cl−cotransport; NOX, NADPH oxidase.

결 론(Conclusion)

DPI 및 Apo에 의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 보면, Fig. 6에 나타내었듯이, 디옥시리보스 1-

본 연구에서는 세포 내에서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디옥시리

인산에 의한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은 NOX-유래 생성된 활성산

보스 1-인산이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기전

소종에 의해 먼저 칼륨-염소-공동수송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디옥시리보스 1-인산은

를 통해 감소한 세포 내 염소이온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판

B16 세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멜라닌 합성 및 세포 내 활성산

단된다. 이 연구결과로써 멜라닌 생성의 혼란에 의한 피부 색소

소종을 증가시켰다. NOX 억제제인 DPI 및 Apo를 전처리한 결

의 과침착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기전 규명과 이러한 질환의 치

과 디옥시리보스 1-인산에 의한 활성산소종 발생 및 멜라닌 합

료제 개발 연구에 있어 NOX와 칼륨-염소-공동수송체가 표적 분

성촉진 작용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또한, 디옥시리보스 1-

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사료된다.

인산은 농도-의존적으로 칼륨 및 염소이온 유출을 유도하였으며
이 작용은 칼륨-염소-공동수송체 억제제인 DIOA에 의해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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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posed mechanism of the dRP-mediated melanogenesis
in B16 melanoma cells. Abbreviations: dRP, deoxyribose 1phosphate; KCC, K+-Cl−-cotransport; NOX, NADPH oxidase; ROS,
reactive oxygen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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