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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E88 멜론SOD의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효과 

조  세  행

연세 앙내과의원

Inhibitory Effect of PME88 MelonSOD on 
the Ultraviolet-Induced Photo-aging

Se Haeng Cho

Yonsei Medical Clinic, Seoul 140-880, Korea

Abstract

PME88 (gliadin-combined) melon superoxide dismutase (SOD) is known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the 
body’s own natural antioxidants including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PME88 melonSOD on the ultraviolet-induced photo-aging by 
the evolution of minimal erythemal dose (MED), erythema quotation and spectrocolorimetric measurements of 
erythema. The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MED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28 days after the daily taken 
of the PME88 melonSOD. The analysis of the erythema quotation showed that on D29, for the dose 1.25 MED, 
erythema intensity is significantly higher for placebo group than for PME88 melonSOD group. At doses 0.64 
MEDD14, 0.80 MEDD14 and 1 MEDD14 the value of parameter a

* (the most sensitive to the colour changes bound 
to the variations of blood flow. It permits to assess the evolution of erythema) is significantly higher for placebo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observed between groups (PME88 melonSOD and placebo) on the 
evolution of the number and consistency of feces after 4 weeks of treatment. No intolerance has been observed 
during the 4 weeks of treatment. These results mean that PME88 melonSOD as a dietary supplement could 
be useful to attenuate ultraviolet-induced skin photo-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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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득 증 와 의학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노화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에 한 방과 치료에 인들

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화와 성인병의 주요한 

원인  하나가 바로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이다. 이러한 반응성 산소종은 생체의 산소 사 

과정  탐식세포 는 산소 분자의 환원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종류로는 superoxide radical(
-O2), singlet oxygen(

1O2), 

hydroxy radical(OH
-), hydrogen peroxide(H2O2) 등이 있다

(1). 이러한 반응성 산소종은 mitochondria, endoplasmic re-

ticulum 등의 세포내 구조와 세포막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

며, 이때 체내 방어시스템이 작용하여, 형성된 반응성 산소 

종들을 없애주게 되면 손상이 방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응성 산소종의 생성이 증하거나 방어체계가 제 로 작

용하지 못하면 그 균형이 깨어져 세포의 이상을 래하게 

되고(2,3), 이러한 상을 산화스트 스라고 한다. 체내의 산

화스트 스 유발을 방지하기 한 항산화제로는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효

소계열과 phenol성 화합물, flavone 유도체, tocopherol류, 

ascorbic acid, carotenoids, glutathione, 아미노산 등의 천연 

항산화제가 있으며,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BHT 등은 안

성에 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재에는 허용 상 식품이

나 사용량이 법 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4-6). 이러한 

반응성 산소종  superoxide radical은 산소 독성의 가장 

추 인 역할을 하는데(7), 이는 자발  반응 는 SOD에 

의한 dismutation으로 정상 체내에서 축 되지 않는다(8). 

superoxide radical은 산소 사 과정 뿐 아니라 고농도의 산

소, 자외선 조사, 발암물질, ioning radiation  cytochrome 

p-450 자 달 체계를 조 하는 효소 등에 의해서도 생성

될 수 있으며(9), 과다하게 생성되면 돌연변이, 단백질 변성, 

세포막 손상, 염증반응, 세포 노화  세포자살 상 등을 

일으킨다(10). 이 게 과다하게 생성된 superoxide radical은 

SOD에 의해서 제거되며(11), superoxide radical이 SOD에 

의해 제거되어야 비로소 다른 항산화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방어기   가장 효과 이다(12). 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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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성이 인식된 이후로 생체 내에서 유효한 SOD의 개발

을 한 연구가 수 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목할 만한 성

과를 이루지 못하 고, 유일하게 소의 간에서 축출한 SOD인 

orgotein이 주사제로써 유효하게 사용되어졌다(13). 그러나 

우병, 주사제형 등의 문제 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그 사용

이 제한 이다.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비타민, 미량원

소, 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양소 등과 달리 경구투여 

시 소화 효소에 의하여 완 히 괴된다는 한계가 이것들의 

임상 응용을 제한하 다(14). 그런데 최근 PME88 멜론SOD

라는 경구로 투여가 가능한 항산화 효소(멜론에서 추출한 

항산화 효소인 SOD를 wheat gliadin과 결합시킨 물질)가 

개발되었는데 이 물질은 소화 효소에 의하여 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생체 내 항산화효소 활성을 높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5).

피부는 인간의 기   가장 크고 환경에 직 으로 노출

되는 기 이다(16). 이러한 피부에 일  등의 자외선이 과도

하게 가해지면 일 화상과 면역억제, DNA손상  결합조직

의 손실 등 피부에 해로우며(17), 이  일 화상반응은 각질

형성세포, 염증세포 등 다양한 진피세포들이 여하여 진피

을 확장시키는 홍반반응으로 나타난다. 이 홍반반응은 

자외선에 의해 가장 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피부 반응으

로서(18), 선 방, 과민성 질환의 진단 기 이자(19), 자

외선으로부터 피부의 산화스트 스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의 척도이며, 그 정도는 홍반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자외선량

인 최소홍반량(minimal erythema dose, MED)으로 나타낸

다. 한 만성 인 일 과다 노출에 의한 피부손상은 피부노

화, 피부종양 등을 유발한다(20). 이 듯 피부는 UV에 의한 

산화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 노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계속 인 자외선 조사와 같은 

노화의 외인성 인자에 한 노출은 피부의 방어시스템인 항

산화제의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해

하여, 결과 으로 피부에 산화  스트 스가 일어나 세포 

성분들이 손상되고 피부노화 상이 진된다(21). 최근 피

부노화를 억제하기 한 기능성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으

며, 각종 음식물의 섭취 형태가 피부에 미치는 향에 하

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23). Bogden 등(24)은 미

량 양소의 제공이 피부의 과민반응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하 고, Karla와 Mohsen(25)은 vitamin E의 섭취가 항산화

작용에 기여한다고 보고하 으나, 아직 피부의 항산화 작용

에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외

선 조사를 통해 피부 노화의 원인인 산화스트 스를 유발

시키고 최소홍반량(minimal erythema dose, MED)의 측정, 

육안  분 비색계 측정을 통한 홍반 분석을 통하여 경구섭

취 시 최 로 유효 활성이 있는 SOD(15,26-29)인 PME88 

멜론SOD(멜론에서 추출한 항산화 효소인 SOD를 wheat 

gliadin과 결합시킨 물질)의 피부 노화 억제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연구 상

총 6단계의 자외선 조사량을 증가시키면서 피부에 조사하

여 홍반을 유발한 후 PME88 멜론SOD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시험 상은 

31～65세 63명(임상시험  5명이 탈락하고 58명이 종료 시 

참여, PME88 멜론SOD 29명, 약 29명)의 여성 자원자가 

참여하 다. 임상시험은 32일간 진행되었으며 시험기간  

9회 임상시험 시행 의료기 을 방문하 고 이들은 제2형 

피부형(미국 FDA에서 피부형태의 분류에 사용하고 있는 6

가지 피부형  하나, 여름철 정오시간에 3배의 MED 혹은 

45～60분의 햇빛에 처음으로 노출된 후 24시간 경과하여 피

부가 받는 화상정도와 7일 후의 색소침착 정도, 주 으로 

단하는 것으로 심한 화상을 입으며 약간 검어지는 피부형

(30)) 자원자들이었으며 연구 형태는 통제, 무작 , 평행군, 

이 맹검, 약 조군이었다. 임신을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

는 여성 혹은 시험기간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 시험기간

과 시험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태양 (자연, 인공 태양 )

에 노출한 자, 피부 알러지 혹은 아토피피부염 례자, 모반

(nevus) 혹은 흑종(melanoma)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자, 

의존성을 가진 침투성 병인(홍반성 낭창)이 발병 이거나 

3개월 이 에 발병한 자, 테스트 물질의 구성 성분에 해서 

과민증의 례자,  단백 알 르기가 있는 자, 피부의 색소

침착에 향을  수 있는 처방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했던 경험이 한 달 내에 있는 자,  알 르기 

혹은 과민성(항생, 항균)의 험을 가진 치료 이거나 3개

월 이 에 치료 경험이 있는 자, 피부의 상태에 향을  

수 있는 만성 질병을 가진 자, 심각한 질병( : 당뇨병)이 

있거나 그 생체 징후가 있는 자, 화장품 혹은 치료제의 임상

에 참가하고 있거나 그 임상에서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서 제외되었다.

시험방법

피험자들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03월 31일까지 

하루에 임상 시험용 건강식품 PME88 멜론SOD((주)씨스팜, 

랑스 ISOCELL사 제공) 1정 는 약 1정(250 mg)을 아

침에 4주간 복용하 으며 복용하는 기 을 기 으로 임상시

험 개시일로 정하 다. 평가항목으로는 MED 측정, 피부 확

사진(macrophotography) 등을 통한 홍반의 육안평가, 분

 비색계(spectrocalorimetry)를 통한 홍반 평가, 소화의 이

상 징후와 특별한 거부반응을 알아보기 한 질문서이었다. 

MED를 결정하기 하여 복용 개시 2일 , 13일 째, 27일 

째 피험자들의 등 부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하 고, 그 후 

복용 개시 1일 , 14일 째, 28일 째 각각 MED보다 거나 

많게 자외선 양을 변화시키면서 피험자들의 등 부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하 다. 24시간 후 각각 홍반의 심한 정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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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수)를 측정하 으며, 자외선 조사 24시간 과 후에 각

각 분  비색계와 피부 확 사진을 이용하여 홍반의 심한 

정도(홍반 수)를 측정하 고 D0, D15, D29(자외선 조사 24

시간 후)에 피부사진을 촬 하 다. 한 D0와 D28에 피험

자들에게 그들의 배변 횟수  변의 특성에 하여 설문지

에 답하도록 하 다. 한 본 연구의 연구계획에 해서는 

2005년 11월 랑스 리의 Biomedical Research에서 열린 

윤리 원회의 허락을 얻었으며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통계방법

주요  분석은 4주 후 약 군과 섭취 군의 MED를 비교 

SPSS 로그램(SPSS 12.0 k)을 이용하여 편측성 T-검정

(unpaired t-test, 유의수  5%)을 통해 분석하 으며, 다른 

분석은 2주 후 비교 후 분석하 다( 반 경과 후 MED(D14), 

D14와 D28에서 지원자 홍반의 측정, D14와 D28에서 홍반의 

임상 수 측정).

결   과

지원자 특징

체 지원자는 63명이었고 이  제외 기 에 포함된 자는 

3명이었으므로 총 60명이 시험에 응하 다. 이  2명은 

도 탈락했으며 탈락 이유는 참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참여자 58명의 평균연령은 47.4±9.7세이었고 제2형의 

피부형을 가진 여성 지원자이었으며 섭취 군 29명, 약 군 

29명이었다.

Minimal erythema dose(MED)의 변화 결과

UV조사는 0.64～1.95로 차츰 증가시켰으며 MED는 day 

0, day 14와 day 28에 측정되었고, 문가에 의해서 육안 

 피부 확 사진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  분석 결과 양 

군(PME88 멜론SOD와 Placebo)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기 때문에 양군의 비교가 가능하 다(Table 1, p=0.7750).

각 군의 내부 분석 결과 PME88 멜론SOD 섭취 군에서는 

시험 물질을 28일 동안 섭취한 후 MED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14일과 28일 사이에 그 유의성은 더욱 증가하 다

(Table 1). 따라서 시험 물질은 UV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홍반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러나 약 군에서는 시험물질 섭취군과 상반되게 14일과 28

일 사이에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Table 1). 한 두 

군 사이의 MED값 차이의 비교에서도 MED0/MED28 뿐만 

아니라 MED14/MED28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6단계의 UV 조사 후 홍반 수의 변화 결과

UV조사는 0.64～1.95로 차츰 증가시켰으며 홍반 수는 

day 0, day 14와 day 28에 측정되었고, 문가에 의해서 결정

Table 1.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and intra group 
analysis and the comparison between groups on the differ-
ence of MED T0-Tx (n=58)

PME88 melonSOD Placebo

Descriptive analysis   
MED 0 2.23±0.531) 2.27±0.56
MED 14 2.23±0.44 2.29±0.47
MED 28 2.38±0.50 2.39±0.53

Intra group analysis   
MED 0 / MED 14 0.99232) 0.7819
MED 0 / MED 28 0.0366* 0.0674
MED 14 / MED 28 0.0374* 0.1181

MED T0 - Tx PME88 melonSOD
MED 0 - MED 14 0.8740
MED 0 - MED 28 0.7288
MED 14 - MED 28 0.5154

1)Mean±SD. 2)p value. *Significant (p<0.05).
The difference between 2 groups (PME88 melonSOD and pla-
cebo) before treatment is not significant. Consequently, both 
groups are comparable (p=0.7750). PME88 melonSOD group: 
MED significantly increases 28 days after the daily taken of 
the test product.

Table 2. The score erythema comparability between the 2 
groups at D0                (n=58)

Dose p-value

0.64 MED
0.80 MED
  1 MED
1.25 MED
1.56 MED
1.95 MED

0.1665
0.3296
0.0563

>0.9999
0.0411*

 －
*
Significant (p<0.05).
UV doses have been delivered in progression of 1.25 MED cov-
ering 0.64 to 1.95 MED. The scale used by the technician for 
the erythema quotation was the following:
The quotations have been performed at D0, D15 and D29. The 
erythema scores at D0 (before treatment) between PME88 
melonSOD group and placebo group are not significant for each 
dose except for 1.56 MED. Consequently, both groups are com-
parable for each dose except for dose 1.56 MED.

되었다. 문가의 홍반 임상 평가는 D0, D15와 D29일에 수

행되었으며, 수에 사용된 지표는 0=홍반이 없음, T=홍반

의 흔 , +/-=완벽하지 않고 불규칙한 홍반, +=규칙 이고 

잘 일어난 홍반, ++=주목할 만한 홍반, +++=부종을 동반한 

자주색 홍반이었다.

D0(섭취 )에서 두 군사이의 홍반 수를 비교하여 보면 

두 군 사이의 홍반 수는 1.56 MED를 제외하고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즉 두 군은 1.56 MED를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하 으며, D15와 D29에서 홍반의 찰 빈도(%)와 두 

군 사이를 비교해 보면 1.25 MED에 한 D29에서 홍반 정도

는 섭취 군보다 약 군에서 더 유의하 다. 즉 섭취군보다 

약 군에서 홍반이 많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하 다(Table 

3). 각 단계 별 UV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1.56 MED에서는 data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Table 

2)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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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observed frequencies (in percentage) of erythema for each dose at D15 and D29 and comparison between the 
2 groups                                                     (n=58)

 Dose Score1)
D15 D29

PME88 melonSOD Placebo PME88 melonSOD Placebo

0.64 MED

0
T
+/-
+
++
+++

－
37.9%
62.1%
－
－
－

－
17.2%
82.8%
－
－
－

－
31.0%
69.0%
－
－
－

  3.4%2)

10.3%
86.2%
－
－
－

p-value 0.1406 0.1025

0.80 MED

0
T
+/-
+
++
+++

－
13.8%
82.8%
 3.4%
－
－

－
 3.4%
86.2%
10.3%
－
－

－
 3.4%
96.6%
－
－
－

 3.4%
 3.4%
82.8%
10.3%
－
－

p-value 0.2441 0.2301

1 MED

0
T
+/-
+
++
+++

－
－

20.7%
79.3%
－
－

－
－

 7.1%
92.9%
－
－

－
－

10.3%
89.7%
－
－

－
 6.9%
－

93.0%
－
－

p-value 0.2529 0.0813

1.25 MED

0
T
+/-
+
++
+++

－
－
－

79.3%
20.7%
－

－
－
－

79.3%
20.7%
－

－
31.0%
69.0%
－
－
－

 3.4%
10.3%
86.2%
－
－
－

p-value >0.9999 0.0388*

1.95 MED

0
T
+/-
+
++
+++

－
－
－
－

100%
－

－
－
－
－

100%
－

－
－
－

 3.4%
96.6%
－

－
－
－
－

100%
－

p-value - >0.9999
1)0=no erythema, T=Trace of erythema, +/-=Incomplete or irregular erythema, +=Regular and well defined erythema (MED), 
++=Important erythema, +++=Purple erythema with oedema.

2)Observed frequencies (%). *Significant (p<0.05).
As the data are not comparable at D0 for the dose 1.56 MED, the analysis is not done. At D29, for the dose 1.25 MED, erythema 
intensity is significantly higher for placebo group than for PME88 melonSOD group. Otherwi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for each dose.

분 비색계 측정의 결과

분 비색계의 측정은 D0, D15와 D29에서 등 부 의 홍반

을 측정하 다. 각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변수를 

측정하 고 이에 한 평균값을 구하 다. 3가지 변수로는 

류 변화와 연 된 색변화에 가장 민감한 변수(홍반의 변화

에 해당)인 a*, 피부의 발 에 해당하는 변수인 L*, 피부의 

착색 속도를 반 하는 변수인 b
*이었다.

각 자외선 세기에 한 a* 변수의 평균과 두 군 사이를 

비교해 보면 D0(처방 )에서 섭취 군과 약 군의 변수 a*값

의 차이는 각 자외선 세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즉 양군은 비교가 가능하 고 0.64 MEDD14, 0.80 MEDD14와 

1 MEDD14에서 변수 a*값은 유의하 다. 이는 약 군에서 

홍반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임상시

험 14일 후부터는 PME88 멜론SOD 투여 군에서는 더 이상 

홍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각 자외선 세기에 한 L* 변수의 평균과 두 군 사이를 

비교해 보면 D0(처방 )에서 섭취 군과 약 군의 변수 L*

값의 차이는 각 자외선 세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즉 양군은 비교가 가능하 다. 그러나 두 군 사이의 D15와  

D29에서 변수 L*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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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ean of parameter a
*
, L

* 
and

 
b
* 
for each dose and comparison between the 2 groups (n=58)

D0 D15 D29

PME88 melonSOD Placebo PME88 melonSOD Placebo PME88 melonSOD Placebo

a*

0.64 MED 10.9±2.5 12.1±3.0 11.7±2.5 13.1±2.3 12.4±2.2 12.0±2.7

p-value 0.0858 0.0254* 0.5562

0.80 MED 11.7±2.4 12.2±3.3 12.6±2.6 14.0±2.2 12.8±2.1 12.7±2.6

p-value 0.5248 0.0358* 0.9196

1 MED 12.5±2.4 13.1±3.4 13.4±2.8 14.8±2.4 13.6±2.1 13.6±2.6

p-value 0.4934 0.0405* 0.9523

1.25 MED 14.4±2.2 15.0±2.5 15.1±2.3 16.0±2.2 14.7±1.8 15.3±2.9

p-value 0.3109 0.1323 0.3747

1.56 MED 15.2±2.2 16.2±2.3 16.1±2.1 16.9±2.5 15.9±1.9 16.0±2.9

p-value 0.0884 0.1934 0.8534

1.95 MED 15.9±2.4 16.5±2.3 16.2±2.1 16.9±2.5 16.0±2.0 16.3±2.7

p-value 0.3768 0.2680 0.6022

L*

0.64 MED 62.4±3.4 61.9±3.0 62.1±2.3 61.0±2.6 61.7±2.4 62.4±2.8

p-value 0.5677 0.1055 0.3075

0.80 MED 61.9±3.1 62.0±3.0 61.3±2.3 60.6±2.3 61.3±2.5 62.0±2.8

p-value 0.9179 0.2618 0.3650

1 MED 61.4±2.7 61.5±3.3 60.8±2.5 60.1±2.8 60.9±2.3 61.2±2.7

p-value 0.9339 0.3563 0.6482

1.25 MED 60.1±3.0 60.0±2.8 59.3±2.6 58.9±2.8 59.9±2.1 59.8±3.0

p-value 0.8931 0.6057 0.8898

1.56 MED 59.3±3.2 58.8±2.8 58.5±2.7 58.3±2.9 59.2±2.3 59.2±3.0

p-value 0.5436 0.6057 0.8898

1.95 MED 58.6±3.6 58.5±3.1 58.5±2.9 58.1±3.1 59.0±2.5 59.0±3.0

p-value 0.8366 0.6234 0.9156

b*

0.64 MED 14.7±2.0 14.4±1.6 14.5±1.7 14.5±1.6 14.4±1.9 14.5±1.7

p-value 0.6186 0.9110 0.8267

0.80 MED 14.7±1.9 14.2±1.8 14.5±1.9 14.4±1.5 14.4±1.7 14.2±1.5

p-value 0.3290 0.7560 0.6253

1 MED 14.4±1.8 13.9±1.5 14.5±1.9 14.3±1.5 14.3±1.8 13.9±1.6

p-value 0.3237 0.6506 0.3589

1.25 MED 14.2±1.6 14.0±1.5 14.3±1.9 14.0±1.5 14.1±1.8 14.0±1.6

p-value 0.6561 0.5667 0.8665

1.56 MED 14.0±1.7 13.8±1.4 14.1±1.8 13.6±1.3 13.8±1.8 13.8±1.6

p-value 0.6126 0.3033 0.9743

1.95 MED 14.0±1.8 13.3±1.5 13.8±1.9 13.2±1.3 13.8±1.8 13.6±1.7

p-value 0.1210 0.1484 0.6920

Mean±SD. 
*
Significant (p<0.05).

Spectrocolorimetr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back at D0, D15 and D29 to assess the erythema. The a
*
 parameter is the 

most sensitive to the colour changes bound to the variations of bloodflow. It permits to assess the evolution of erythema. The 
L
*
 parameter allows to assess the luminosity of the skin. The b

*
 parameter reflects the rating of pigmentation. For each volunteer, 

thre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on each zone. The mean of three measurements was done. The differences of the value 
of parameter a

*
,
 
L
*
 and b

*
 at D0 (before treatment) between PME88 melonSOD group and placebo group are not significant for 

each dose. Consequently, both groups are comparable for each dose. At doses 0.64 MEDD14, 0.80 MEDD14 and 1 MEDD14 the 
value of parameter a

*
 is significantly higher for placebo group. So 14 days after treatment the erythema is less important for 

PME88 melonSOD group than for placebo group. But this significant difference does not appear at D29. The differences of the 
value of parameter L

*
 and b

* 
at D15 and D29 between PME88 melonSOD group and placebo group are not significant.

각 자외선 세기에 한 b* 변수의 평균과 두 군 사이를 

비교해 보면 D0(처방 )에서 섭취 군과 약 군의 변수 b
*

값의 차이는 각 자외선 세기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즉 양군은 비교가 가능하 다. 그러나 섭취 군과 약 

군 사이의 D15와 D29에서 변수 b
*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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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number and consistency of feces by weeks (n=58)

Day
D0 D28

PME88 melonSOD Placebo PME88 melonSOD Placebo

Score consistency

Liquid
Slack
Normal
Hard

－
20.7%
69.0%
10.3%

－
 6.9%
86.2%
 6.9%

－
17.2%
65.5%
17.2%

－
13.8%
75.9%
10.3%

p-value 0.2521ns1) 0.6601ns

Number of feces
Mean±SD 7.4±4.0 7.9±4.8 7.3±3.8 8.0±5.0

p-value 0.7246ns 0.5477ns

Mean±SD, p<0.05. 1)ns: not significant.
At D0 and D28 the subject answered to 2 questions: the number of feces during the 7 precedent days and the consistency of 
the feces. The difference between PME88 melonSOD group and placebo group is not significant. The difference between PME88 
melonSOD group and placebo group is not significant.

설문지: D0과 D28에서 변의 특성과 횟수

D0과 D28에서 피험자들은 각 날짜 7일  일주일 동안 

변의 횟수와 농도에 해 질문한 결과 각각에 해서 섭취 

군과 약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과민증

병원 방문 시 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거부반응을 조사하

다. 그러나 4주간의 시험기간 동안 피험자들은 시험 물질

에 한 어떠한 거부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생명체는 각종 산화스트 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기 을 갖추고 있는데 항산화방어기 에서 가장 요

한 것은 항산화 효소계이다(4-7,12). 항산화 효소에는 su-

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e, catalase 

등이 있으며 이  SOD는 산소라디칼을 H2O2로 변환시켜 

항산화 방어기 을 시발하는 역할을 하며(4-7,12) 지속 으

로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한 세포질, 세포외액 등에 범

하게 분포하여 산화스트 스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

므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2,3). PME88은 cantaloupe 

melon에서 추출한 SOD가 풍부한 추출물을 gliadin으로 

coating한 것으로서 효소 섭취 시 산에 의하여 괴되어 

기능성을 상실하는 한계 을 극복한 제품이다(15). 이것을 

경구섭취하면 산에 괴되지 않고 소장에 도달하여 체내

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이  여러 

편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이것을 경구투여하면 체내의 SOD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되며 게다가 glutathione peroxide, 

catalase 등의 활성도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26-29).

본 연구에서 PME88을 투여한 군과 약 군에게 자외선을 

조사한 후 피부에 홍반을 유발하는 자외선의 최소량 차이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약 군에서 최소 홍반 유발 자외선량

이 PME88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한 임상 시험 29일에 

시행한 홍반 유발 검사에서 PME88군보다 약 군에서 동일

한 세기의 자외선에 하여 홍반이 유의하게 심하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로 PME88은 자외선에 하여 피부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피부가 가장 

약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산화스트 스를 가장 많이 받는 형

태인 phototype 2형 군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

는 효과가 탁월하 으며(3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자

를 phototype 2형으로 선정하여 수행하 으며 동등한 결과

를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 랑스 피부과 의사들 40명이 

150명의 여성 내원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개방형 시험에

서 섭취량을 500 mg으로 1개월 동안 시행하 을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본 시험을 통하여 섭취량을 

반으로 을 경우 그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에 비해 그 유효성이 떨어졌지만 여 히 유의한 

수치를 보 다. 한 연구 기간  피험자의 탈락을 유발할 

만한 이상반응이나 거부반응은 찰되지 않았으며 PME88 

멜론SOD 투여 군과 약 군과의 비교에서 6단계의 자외선

을 증가시키며(0.64～1.95 MED) 자외선을 조사하 을 때 

PME88 멜론 SOD 투여 군에서 MED 0보다, MED 28에서, 

그리고 MED 14보다 MED 28에서 유의하게 MED가 증가하

다. 즉, PME88 멜론 SOD 복용 첫날보다 28일 경과 후 

MED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약 투여 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한 홍반의 심한 정도(홍반 수)

분석에서 약 군이 PME88 멜론SOD 투여 군보다 D29에서 

1.25 MED의 자외선을 조사하 을 경우 홍반이 심하게 나타

났으며 0.64 MEDD14, 0.80 MEDD14, 1.0 MEDD14에서 a*변수

에 해 약 군이 PME88 멜론SOD 투여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약 군에서 홍반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시행된  다른 연구들에는 100명의 

여성을 상으로 200 mg을 2주일 간 섭취하 을 경우 87명

이 피부의 투명도, 건조함, 부드러움 등의 반 인 피부 상

태가 개선됨이 확인되었다. 한 의 연구 결과 외에도 여

러 연구에서 PME88 멜론SOD가 산화스트 스인 자외선으

로부터 피부손상을 보호할 수 있음이 밝 졌으며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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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이미 랑스와 여러 유럽국가  일본에서는 

경구용 화장품 제재로 매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로 

살펴볼 때 본 연구결과는 PME88 멜론SOD가 피부 노화

의 원인인 자외선으로 유발되는 피부의 산화스트 스로부

터 인체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이며, 

인체가 산화스트 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

한 임상  결과이다. 한 부분 시행된 시험이 1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된 것으로 보통의 건강기능식품은 1년 

이상 복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요   약

PME88 멜론( 리아딘과 결합된 식물 추출물) super-

oxide dismutase(SOD)의 섭취는 체내에 존재하는 super-

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를 포함

한 항산화 효소의 활성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minimal erythema dose 

(MED) 값의 변화, 홍반 수의 변화, 분 비색계 측정값을 

분석함으로써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효과를 알

아보았다. MED 값의 변화 분석에서는 PME88 멜론SOD 섭

취 군에서는 시험 물질을 28일 동안 섭취한 후 MED가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14일과 28일 사이에 그 유의성은 더욱 

증가하 다. 홍반의 심한 정도(홍반 수) 분석에서 28일 동

안 섭취 후 약 군이 PME88 멜론SOD 투여군보다 1.25 

MED의 자외선을 조사하 을 경우 홍반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한 분 비색계 측정값 분석에서 0.64 MEDD14, 0.80 

MEDD14, 1.0 MEDD14에서 a*변수(색변화에 가장 민감한 변

수, 홍반의 색조 변화를 반 )가 약 군에서 PME88 멜론

SOD 투여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주간의 시험기간 동안 

변에 한 횟수나 성향의 이상 징후  거부반응은 없었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PME88 멜론SOD의 섭취는 

안 하게 UV로 인한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는데 유용하다

는 사실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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