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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 마우스 피부에서 모자반 추출물의 자외선비(ultraviolet B)에 의해 유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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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violet radiation is a major cause of photoaging, characterized by wrinkle formation and skin dehydration.
Mojaban (Sargassum fulvellum), belonging to the brown algae of the Sargassaceae family, exerts anti-inflammatory, anti-
oxidant, and anti-atopic activities. Particularly, Mojaban extract alleviated ultraviolet B (UVB)-induced inflammatory
responses in human keratinocytes and BALB/c mice. Here, the dorsal skin of hairless mice was exposed to UVB for
photoaging. The mice were administrated 300 mg/kg Mojaban extract (S. fulvellum extract; SFE) daily. Phenotypically, SFE
reduced wrinkle formation and epidermal thickness and increased skin elasticity. SFE increased hydroxyproline content by
upregulating the expression of collagen-related genes and downregulating matrix metalloproteinase expression. Furthermore,
SFE increased skin moisture content and inhibited transepidermal water loss. SFE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involucrin,
loricrin, and transglutaminase for cornified envelope formation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filaggrin and caspase-14 for
natural moisturizing factors. Collectively, SFE may be employed as a nutraceutical ingredient for anti-photo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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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의 피부 조직은 화학 물질, 병원균, 대기오염물질, 자외선

(ultraviolet) 등의 환경인자들로부터 신체 내 장기를 보호하는 장

벽 기능과 체내 수분 손실을 예방하는 보습 기능을 제공한다(Yun

등, 2019). 피부는 각질세포(keratinocyte)가 위치한 표피(epidermis)

와 섬유아세포(fibroblast) 및 세포밖기질(extracelluar matrix)로 이

루어진 진피(dermis)로 구성된다(Tobin, 2017). 피부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표피는 여러 자연보습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를

함유하고 있고, 표피의 각질층은 다중층상구조(multi-lamellar struc-

ture)를 이루고 있어 수분손실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Tobin, 2017;

Woo 등, 2015). 진피의 세포밖기질은 콜라겐, 탄성섬유(elastic

fiber),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등으로 구성되어 있

어 피부 전체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Naylor 등, 2011). 이

러한 피부의 구조는 피부 노화 및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Naylor 등, 2011; Tobin, 2017).

피부 노화는 세포 노화(cellular senescence)로 인한 내인성 노

화(intrinsic aging)와 피부가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외인성 노화(extrinsic aging)로 구분된다(Naylor 등,

2011). 외인성 노화 중 광노화(photoaging)는 자외선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피부 노화를 일컫는다(Yun 등, 2019). 피부가 자외

선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진피의 세포밖기질을 구성하

는 콜라겐, 탄성섬유,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분해되고, 응집되어

세포밖기질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나 붕괴된다(Naylor 등,

2011). 자외선에 의한 세포밖기질의 붕괴는 피부의 깊은 주름, 탄

력성 손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Yun 등, 2019). 표피의 자외선

과다 노출은 자연보습인자의 분해와 각질세포막(cornified envelope)

의 산화를 유발함으로써 수분 손실에 의한 피부 건조를 유발한

다(Choi 등, 2016; Kim 등, 2012; Yun 등, 2019). 광노화의 진행

은 기능성 식품이나 생리활성물질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연 또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eong 등, 2018; Misawa 등, 2017).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에 과도하게 축적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DNA 손상, 염증 유발, 항산화 시스템 교란, 세

포 사멸 등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이다(Poon 등, 2015). 특히, 진

피에 존재하는 섬유아세포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화적 스트레스

가 축적되면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전달(cell signaling)로 인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콜라

겐 합성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게 된다(Hwang 등, 2014a). 즉, 자

외선에 의해 MMP 발현이 증가하면서 콜라겐 분해가 촉진되고, 또

한 콜라겐 합성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면서 콜라겐 생성도 감소

된다. 결과적으로, 총 콜라겐 함량이 감소하고, 세포밖기질의 구조

가 무너지면서 피부 주름이 형성된다(Naylor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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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의 각질세포막은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로서 수분

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skin barrier)

기능을 제공한다(Oh와 Jang, 2015). 각질세포막은 각질세포의 분

화(differentiation) 과정에서 생성된 loricrin (LOR), involucrin

(INV) 등의 단백질이 transglutaminase (TGM)에 의해 결합되면서

형성된다(Woo 등, 2015). 각질세포의 분화 시, 유리 아미노산(free

amino acid) 생성에 관여하는 filaggrin (FLG)의 발현이 증가되는

데(Oh와 Jang, 2015), caspase-14 (CASP14)는 FLG을 분해하여

유리 아미노산을 생성한다. 표피층에 도달한 자외선은 각질세포

의 손상을 야기하고 표피층의 구조를 붕괴시킨다(Yun 등, 2019).

특히, 자외선은 각질세포막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 뿐만

아니라, FLG, CASP14 등의 발현을 감소시켜 자연보습인자의 생

성을 저해한다(Cheong 등, 2018). 결과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표

피층의 손상은 피부 내 수분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피부 건조

를 초래하게 된다(Kim 등, 2012).

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은 모자반과(Sargassaceae)에 속하는

해조류로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식용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Jeong 등, 2012; Jeong 등, 2014). 현재까지 모자반의

항산화, 항염증, 항균, 항암 등의 생리활성기능이 보고되었다(Jeong

등, 2012; Jeong 등, 2014). 특히, Lee 등(2013)의 보고에 의하면

UVB가 처리된 인간 각질세포 HaCaT와 BALB/c 마우스 피부에

모자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

러나, 생체 내에서 경구 투여한 모자반 추출물의 피부 광노화 억

제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KH-1

무모 마우스(hairless mouse)에 경구 투여한 모자반 추출물의 피

부 광노화 억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

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모자반 추출물 제조

제주도에서 수거한 모자반을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분쇄하

였다. 분쇄한 모자반에 95% 에탄올을 1:10 (w/v)의 비율로 첨가

하여 25oC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뒤, 추출액을 여과하였다. 다

음, 감압농축기(Heidolph Instruments GmbH & Co. KG., Schwa-

bach, Germany)를 이용하여 수득한 추출액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

함으로써 모자반 추출물(S. fulvellum extract, SFE)을 제조하였다.

이 때, 에탄올 추출물은 건조 원물 대비 8.48% (w/w)의 추출 수

율로 회수되었다.

동물실험

생후 5주된 암컷 SKH-1 무모 마우스를 대한바이오링크(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마우스는 연세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사육

실에서 사육하였으며, 사육 환경은 온도 23±2oC, 습도 55±2%, 12

시간 명암주기(light/dark cycle)로 유지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사

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주일간 순화 후,

마우스를 대조군(CON), UVB 처리군(UVB), UVB+모자반 추출

물 300 mg/kg/day 처리군(UVB+SFE)으로 분류하였다. 모자반 추

출물의 경구 투여는 8주간 매일 진행하였으며, 대조군과 UVB 처

리군은 모자반 추출물 대신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다. UVB 조

사는 주 3회 UV Crosslinker CL-1000M (UVP, Cambridge, UK)

를 이용하여 실험 동물의 등 부분(dorsal section)에 실시하였다.

UVB 조사량은 75 mJ/cm2으로 시작하여, 매주 1 최소홍반량(min-

imal erythema dose)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3 최소홍반량의 강

도로 총 8주 동안 조사하였다. 경구 투여 및 UVB 조사 후, 홍

반, 피부 두께, 피부 탄력, 수분 함량과 경피수분손실(transepidermal

water loss)을 측정하였다. 마우스에 350 mg/kg 2,2,2-tribromoetha-

no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

시킨 후, 등으로부터 피부 주형(replica)을 제작하였으며, 심채혈

을 통해 희생하였다. 마우스의 등으로부터 적출한 조직의 일부를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위해 10% 포르말린(Junsei, Tokyo, Japan)에

넣어 고정시켰으며, 나머지 부분은 −80oC에 보관하였다.

본 동물실험에 대한 프로토콜(protocol)은 연세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에 의해

승인되었다(승인번호: 201509-471-03).

피부 주름 지수 측정

마취된 실험동물의 등으로부터 주형 키트(replica kit; Epige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피부 주형(replica)을 제작하였다. 제작

한 피부 주형 내의 주름 면적, 주름 길이, 주름 수, 주름 깊이는

Visioline VL650 (CK Electronics GmbH, Cologne,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홍반(erythema) 지수 측정

마우스 등쪽 피부의 홍반 지수를 Mexameter® MX18 (CK Elec-

tronics Gmb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두께 측정

마우스 꼬리의 아랫부분과 목 부분의 피부를 손으로 잡아 올

린 후, 중간부분의 두께를 캘리퍼(caliper; Ozaki MFG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탄력도 측정

마우스 등쪽 피부의 탄력도를 Cutometer® MPA580 (CK Elec-

tronics Gmb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수분 함량 및 경피수분손실(transepidermal water loss)

측정

피부 보습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부 수분 함량 및 경피수분손

실을 측정하였다. 마우스 등의 중앙 피부의 수분 함량은 Corne-

ometer® CM 825 (CK Electronics Gmb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경피수분손실은 Multi Probe Adapter® MPA5 (CK Eletronics

GmbH)가 장착된 Tewameter® TM300 (CK Eletronics Gmb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병리학적 분석

고정된 피부 조직에 파라핀을 침투시킨 후, 포매(embedding)하

여 절편을 제작하였다. 피부 두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부 절편

을 hematoxyline-eosin 염색(H&E stain) 하였으며, 콜라겐을 확인

하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탄력

섬유증(elastosis)을 확인하기 위하여 Verhoeff-van Gieson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된 절편은 twin CCD 카메라(Nikon, Tokyo,

Japan)가 장착된 도립 현미경(inverted microscope) (Eclipse

TE200U; Niko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하이드록시프롤린(Hydroxyproline) 함량 측정

분쇄한 피부 조직(100 mg)을 6 N HCl에 넣고 105oC에서 20시

간 동안 가수분해 하였다. 다음, 하이드록시프롤린 검정 키트

(hydroxyproline assay kit; Quickzyme Bioscience, Leiden, Nether-

lands)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의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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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Trizol 용액(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피부 조

직으로부터 총 RNA를 분리하였다. NanoDrop 10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am, MA, USA)을 이용하여 분리한 총

RNA 농도를 측정한 후, 총 RNA를 RT premix (Elpis, Daejeon,

Korea)로 역전사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 표적

유전자의 프라이머(Bioneer, Daejeon, Korea)와 PCR premix

(Elpis)를 혼합한 뒤, 94oC에서 5분간 전처리 하고, 22-30 사이클

(cycle)의 반응 조건으로 Gene Amp 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s Inc.,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

반응을 실시하였다. 이 때, 1 사이클의 반응 조건은 94oC에서 30

초 동안 denaturation, 50-60oC에서 1분 동안 annealing, 72oC에서

1분 동안 extension으로 구성하였다. 사용한 표적 유전자의 프라

이머 염기서열은 Table 1에 나타냈다. 최종 반응 산물은 5×Loading

star (Dynebio, Seongnam, Korea)로 염색하고, 1.5% 아가로스젤

(agarose gel)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G:BOX EF Imaging System

(Synegene, Cambridge, UK)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정도를 확인

및 정량 처리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피부 조직으로부터 단백질가수분해효소 억제제(protease inhibitor;

Sigma-Aldrich)가 함유된 NP-40 완충 용액(Elpis)을 이용하여 단

백질을 분리하였다. 다음, 분리된 단백질의 농도를 Bradford 시약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일한 농

도의 단백질을 10-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통해 분리한 후, 나이트로셀룰로스

막(nitrocellulose membrane; GE Healthcare, Piscaataway, NJ,

USA)으로 전이(transfer)시켰다. 전이 후, 나이트로셀룰로스 막과

5% 탈지우유(skim milk; Difco, Detroit, MI, USA)를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였다. 각 생체지표의 1차 항체와 나이트로셀룰로

스 막을 4oC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때 사용한 α-tubulin

1차 항체(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를 제외

한 다른 모든 1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차 항체와의 반응이

끝난 후, 나이트로셀룰로스 막과 겨자무 과산화효소(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2차 항체(Bethyl Laboratories, Inc., Mont-

gomery, TA, USA)를 2시간 동안 4oC에서 반응시켰다. 나이트로

셀룰로스 막에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시약(Amer-

sham Biosciences, Little Chalfont, UK)을 처리한 후, G:BOX EF

Imaging System (Synegene)을 이용하여 각 생체지표의 단백질 발

현 정도를 확인 및 정량하였다.

Gelatin zymography

피부 조직으로부터 단백질가수분해효소 억제제(protease inhibitor;

Sigma-Aldrich)가 함유된 NP-40 완충 용액(Elpis)을 이용하여 단

백질을 분리하였다. 다음, 분리된 단백질의 농도를 Bradford 시약

(Bio-Ra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일한 농도의 단백질을 2%

SDS (Daejung Checmial & Metals Co., Ltd., Siheung, Korea)와

1% 젤라틴(gelatin;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이

함유한 10% 폴리아크릴아마이드젤(polyacrylamide gel; Elpis)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전기영동 후, 겔(gel)을 2.5% Triton X-

100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Seoul, Korea)으로 1시간 동안

세척하고, 10 mM CaC1
2
 (OCI Company Ltd., Ulsan, Korea),

0.15 M NaCl (Duchefa, Haarlem, Netherland)과 50 mM Tris-HCl

(Duchefa)이 함유한 완충용액으로 37oC에서 24시간 반응하였다.

반응이 끝난 겔을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Fluka,

Buchs, Switzerland)으로 염색하고 30%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과 10% 아세트산(acetic acid)를 통해 탈염색(destaina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탈염색 과정이 끝난 후, 활성화된 MMP-2와 MMP-

9는 각각 72와 92 kDa에서 G:BOX EF Imaging System (Syn-

egene)을 이용하여 확인 및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 평가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으로 비교한 후, Scheffe’s 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모자반 추출물이 피부 주름 형성에 미치는 효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피

부 주름의 형성이다(Cheong 등, 2018). 모자반 추출물이 자외선

조사에 의한 피부 주름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모 마우스에 UVB를 조사하고, 모자반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뒤, 피부 주형을 제작하였다. 피부 주형 사진을 통해 주름 형태

를 확인한 결과, CON군에 비해 UVB군에서 현저한 주름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UVB+SFE군에서는 주름 형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Fig. 1A). 다음, 제작한 피부 주형으로부터 피부 주름에 관련된

지표(면적, 길이, 수, 깊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CON군과

비교하여 UVB군은 주름 지표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에, 모자반 추출물을 처리한 UVB+SFE군에서는 주름 지표가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RT-PCR

Gene Direction Sequence (5'-3')

COL1A1
Forward
Reverse

GTC CCC AAT GGT GAG ACG TG
GCA CGG AAA CTC CAG CTG AT

COL3A1
Forward
Reverse

AGC GGC TGA GTT TTA TGA CG
AGC ACA GGA GCA GGT GTA GA

COL7A1
Forward
Reverse

AAG CCG AGA TTA AGG GCT GG
CAC CAA ATG GAG CAC AGC AG

MMP-3
Forward
Reverse

TAG CAG GTT ATC CTA AAA GCA
CCA GCT ATT GCT CTT CAA T

MMP-13
Forward
Reverse

CAT CCA TCC CGT GAC CTT AT
GCA TGA CTC TCA CAA TGC GA

Loricrin
Forward
Reverse

TAC CTG GCC GTG CAA GTA AG
CAA TGG CTT CTT CTG GGG GA

Involucrin
Forward
Reverse

AAG GAC CAA AAA GCC TGG GT
GCT GTG TCC GGT TCT CCA AT

Trans-
glutaminase

Forward
Reverse

CCC CCA TTC AAC CTG GTC TT
TAA GCA CTG CCC TGG TGA AG

Filaggrin
Forward
Reverse

AGC AAG TGG TCA GGG AGG ATA
TGC TGA AGA AAG GGC AGA TCC

Caspase-14
Forward
Reverse

CGT GTT TGC CAT AAG TCG GG
CTT GGA GAC AGA CAA GCC AGG

β-Actin
Forward
Reverse

AGG ATC TTC ATG AGG TAG T
GCT CCG GCA TGT GC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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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ig. 1B-E).

UVB 조사는 무모 마우스의 피부에서 주름 면적, 길이, 수, 깊

이 등을 증가시킨다(Cheong 등, 2018; Yun 등, 2019). 본 연구에

서도 UVB에 의해 주름 관련 지표가 증가하였는데(Fig. 1), 이는

UVB의 처리가 주름 형성을 촉진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UVB

처리와 동시에 모자반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경우 주름 관련 지

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1). 이러한 결과는 UVB에 의한

주름 형성이 모자반 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모자반은 푸코스테롤(fucosterol), 푸코잔틴(fucoxanthin) 등의 다

양한 생리활성물질을 갖고 있다(Gwon 등, 2013; Urikura 등,

2011). 푸코스테롤은 UVB를 조사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타입-1 프로콜라겐(Type-1 procollagen)을 증가시키고, MMP-1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Hwang 등, 2014b; Kim 등,

2013). 또한, 푸코스테롤은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에 축적된 활성

산소종의 함량을 감소시켰으며,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의 발현

을 증가시키는 activator protein 1 (AP-1) 구성 생체지표인 c-Fos

와 c-Jun의 발현량을 억제하였다(Hwang 등, 2014a; Kim 등,

2013). 푸코잔틴은 UVB를 조사한 무모 마우스에서 주름의 수, 피

부 두께 및 MMP-13 발현량을 감소시켜 광노화 억제 효과를 나

타내었다(Urikura 등, 2011). Lee 등(2013)은 모자반 에탄올 추출

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각질세포에서 UVB에 의해 증가

한 염증반응을 완화시킴으로써 피부 손상을 억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Hwang 등(2014b)은 푸코스테롤의 경구 투여가 2,4-dini-

trochlorobenzene (DNCB) 처리된 NC/Nga 실험동물의 피부 두께

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푸코잔틴의 경구 투여는 UVB

가 처리된 피부에서 피부 색소침착과 cyclooxygenase (COX)-2등

과 같은 염증인자의 발현을 억제시켰다(Shimoda 등, 2010). Zhang

등(2015)은 푸코잔틴을 경구 투여 후, 푸코잔틴과 이의 대사체

(metabolite)인 푸코잔티놀(fucoxanthinol)을 혈중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자반 추출물의 경구 투여에 의한 주름 형

성 억제 효과는 모자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과 이

들의 대사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자반 추출물이 피부 홍반, 두께 및 탄력에 미치는 효과

UVB의 조사는 CON군과 비교하여 홍반 지수를 33.84% 증가

시켰으나, 모자반 추출물은 UVB에 의해 증가한 홍반 지수를

22.16% 감소시켰다(Fig. 2A). 또한, UVB에 의해 증가된 피부 두

께가 모자반 추출물의 처리에 의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Fig. 2B). H&E 염색을 통해 조직병리학적으로 피부를 관찰한 결

과, CON군과 비교하여 UVB군의 진피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관찰하였으며, UVB+SFE군에서는 두께가 얇아진 것을 확인하였

다(Fig. 2C). 추가적으로, CON군과 비교하여, UVB 조사에 의해

감소된 피부 탄력도가 모자반 추출물에 의해 유의적으로 개선되

었다(Fig. 2D).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CON군과 비교

하여 UVB군에서는 탄력섬유증(elastosis)이 진행된 반면, UVB+SFE

군에서는 피부 조직 내 탄력섬유증이 UVB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Fig. 2E).

UV 처리에 의한 피부의 홍반 생성, 두께 증가, 탄력 감소 등

은 피부 광노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Cheong 등, 2018; Yun 등,

2019). 본 연구에서도 UVB에 의해 홍반 지수와 피부 두께가 증

Fig. 1. Effects of SFE on wrinkle-related parameters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UVB three times a
week and orally administered SFE at 300 mg/kg/day for 8 weeks. (A) Before sacrifice, photographs were taken from the dorsal areas of hairless
mice. The values of (B) area, (C) length, (D) number and (E) depth of wrinkles were measured from the skin replica.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vs. CON group; **p<0.01 vs. UV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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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피부 탄력이 감소되었다(Fig. 2), 이는 UVB 처리가 무모

마우스에서 상당한 피부 광노화를 유발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외

선에 의한 염증 반응은 홍반과 부종(edema)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Lee 등, 2013). 모자반의 항염증 효과는 다양한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보고되었다(Gwon 등, 2013; Jeong 등, 2014; Shin 등,

2019). Lee 등(2013)은 모자반이 피부 세포와 무모 마우스에서

UVB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 모자반 추출물이 홍반을 억제한 것은 모자반 추출물의 항염

증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자반 추출

물은 UVB에 의해 증가된 피부 두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Fig. 2B). Jeong 등(2015)과 Kang 등(2016)은 아토피 동물모델에

서 증가한 피부 두께가 모자반 추출물에 의해 감소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탄력섬유증은 세포밖기질에 존재하는 탄성 섬유(elastic

fiber)가 자외선에 의해 촉진된 엘라스틴 가수분해 효소(elastase)

에 의해 분해되고, 응집되면서 발생한다(Kang 등, 2012; Larroque-

Cardoso 등, 2015). 본 연구에서 모자반 추출물은 피부 탄성과 탄

력섬유증을 개선시켰다(Fig. 2E, F). Kang 등(2012)은 모자반 80%

메탄올 추출물이 elastase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자반 추출물이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탄력섬유

증을 개선한 것은 elastase의 활성 억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자반 추출물이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효과

모자반 추출물이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

여 피부 조직의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을 측정하였다. CON군과

비교하여 UVB군은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이 45.60% 감소한 반

면에, UVB+SFE군은 UVB군에 비해 39.98% 증가하였다(Fig. 3A).

Masson trichrome 염색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하이드록시프롤린 측정 결과와 동일하게 UVB군에서 감소한 콜

라겐이 UVB+SFE군에서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3B). 다음,

콜라겐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인 COL1A1, COL3A1, COL7A1의

mRNA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UVB는 COL1A1, COL3A1,

COL7A1의 mRNA 발현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반면에, 모

자반 추출물의 처리는 이들을 유의한 수준으로 회복시켰다(Fig.

3C). 모자반 추출물은 UVB 조사로 인해 증가된 MMP-3과 MMP-

13의 mRNA와 단백질 발현량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Fig.

3D, E). 또한, UVB에 의해 증가한 MMP-2와 MMP-9의 활성도

모자반 추출물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3F).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콜라겐을 대표하는 아미노산으로써, 콜라겐 함량을 측정하는 지

표 성분으로 사용된다(Cheong 등, 2018). 모자반 추출물은 UVB

로 감소된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을 증가시켰는데(Fig. 3A), 이는

모자반 추출물이 UVB에 의한 콜라겐 감소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자반 추출물은 UVB로 감소된 콜라겐 관련 유

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UVB에 의해 증가한 MMP의 발현과

활성을 감소시켰다(Fig. 3D-F). 종합적으로, 모자반 추출물이 총

콜라겐 함량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함과 동

시에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 2. Effects of SFE on erythema index, thickness and elasticity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UVB
three times a week and orally administered SFE at 300 mg/kg/day for 8 weeks. (A) Erythema index was measured by Mexameter® MX18. (B)
Skinfold thickness was measured using a caliper. (C) Epidermal thickness was observed after being stained with H&E. (D) Gross elasticity of
skin was measured using the Cutometer® MPA580. (E) Elastic fiber in dermis was observed after Verhoeff-van Gieson’s staining.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vs. CON group; **p<0.01 vs. UV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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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에서 UVB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을 통

해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AP-1 또는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세포신호전달을 촉진시켜 MMP의 발현

을 증가시키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TGF-β)/Smad 세

포신호전달을 방해함으로써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시킨다

(Gao 등,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은 지

Fig. 3. Effect of SFE on collagen content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UVB three times a week and orally
administered SFE at 300 mg/kg/day for 8 weeks. After 8 weeks, the dorsal skin was isolated. (A) Hydroxyproline content was determined using
a commercial kit. (B) Collagen fibers were stained with Masson’s trichrome staining. (C) The mRNA expression of COL1A1, COL3A1, and
COL7A1 was determined using RT-PCR. (D) The mRNA expression of MMP-3 and MMP-13 was determined using RT-PCR. (E) The protein
expression of MMP-3 and MMP-13 was determined using western blot. β-Actin and α-tubulin were served as the internal control. (F) The
activities of MMP-2 and MMP-9 were determined using gelatin zymography.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vs.
CON group; **p<0.01 vs. UV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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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가 처리된 RAW264.7 대식세포에서

NF-κB 세포신호전달을 비활성화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억제시켰다

(Gwon 등, 2013). 또한, 모자반 추출물은 MAPK 활성을 억제함

으로써 피부 각질세포에서 글루텐(gluten)으로 유발된 염증 반응

을 저해하였다(Shin 등, 2019). 본 연구에서 모자반 추출물에 의

해 콜라겐 유전자와 MMP 발현량이 변화한 것은 MAPK/AP-1,

NF-κB 및 TGF-β/Smad의 세포신호전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른 종류의 해조류 추출물 또는 생리활성물질의 경구

투여에 의한 광노화 억제 활성도 보고된 바 있다. Song 등(2016)

은 UVB가 처리된 무모 마우스에 경단구슬모자반(Sargassum

muticum)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MMP-1

의 발현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톳(Sargassum fusiforme) 유래 다당류의 경구 투여는

UVB가 처리된 피부에서 수분 손실을 억제하였으며, MMP-1과

MMP-9의 단백질 발현을 저해하였다(Ye 등, 2018). 김(Porphyra

tenera)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마이코스포린 유사 아미노산

(mycosporin-like amino acids)의 경구 투여는 피부 조직에서 UVB

에 의해 증가한 MMP-1와 MMP-3의 단백질과 mRNA 발현량을

감소시켰다(Rui 등, 2019).

모자반 추출물이 피부 보습에 미치는 효과

자외선과 모자반 추출물이 피부 보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피부 내 수분 함량 및 경피수분손실을 측정하였다(Fig.

4). UVB군의 수분 함량은 CON군과 비교하여 54.31% 감소한 반

면에, 경피수분손실은 96.24% 증가하였다. 반면에, 모자반 추출

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피부 수분 함량과 경피수분손실이 각각

Fig. 4. Effects of SFE on skin hydration and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UVB three times a week and orally administered SFE at 300 mg/kg/day for 8 weeks. (A) Skin hydration was measured by
Corneometer® CM 825. (B) TEWL was measured by Tewameter® TM300.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vs.
CON group; **p<0.01 vs. UVB group.

Fig. 5. Effects of SFE on the expression of cornified envelope formation and filaggrin processing-related markers. Hairless mice were
exposed to UVB three times a week and orally administered SFE at 300 mg/kg/day for 8 weeks. After 8 weeks, the dorsal skin was isolated. (A)
The mRNA expression of loricrin (LOR), involucrin (INV), and transglutaminase (TGM), filaggrin (FLG) and caspase-14 (CASP14) was
determined using RT-PCR. (B) The protein expression of LOR, INV, TGM, FLG and CASP14 was determined using western blot. β-Actin and
α-tubulin were served as the internal control.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0.01 vs. CON group; **p<0.01 vs. UV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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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와 36.69% 개선되었다. 다음, 모자반 추출물이 각질세포막

과 자연보습인자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생체지표에 미치는 효과

를 평가하였다. UVB군은 CON군과 비교하여 LOR, INV, TGM,

FLG와 CASP14의 mRNA 발현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에, 모자반 추출물은 이들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Fig.

5A). 동일하게, UVB에 의해 감소된 LOR, INV, TGM, FLG와

CASP14의 단백질 발현이 모자반 추출물에 의해 유의적으로 회

복되었다(Fig 5B).

자외선은 피부 표피층을 손상시켜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Kim

등, 2012). 표피는 피부 장벽 기능을 하여 적절한 수분 함량을 유

지하기 때문에 경피수분손실은 피부 장벽 기능을 나타내는 대표

적인 생체지표이다(Misawa 등, 2017). 본 연구에서는 UVB에 노

출된 무모 마우스에서 피부 수분 함량의 감소와 경피수분손실의

증가를 확인하였다(Fig. 4A, B).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에 의하여

표피층의 장벽 기능이 손상되면서 수분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모

자반 추출물이 피부 수분함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경피수분손

실을 감소시킴으로써 UVB에 의해 손상된 표피층을 회복시켰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각질세포막은 TGM에 의해 LOR과 INV 단백

질이 결합하면서 형성되는데, 표피의 장벽 역할에 기여하여 피부

수분의 손실을 방지한다(Oh와 Jang, 2015). UVB에 의해 감소된

LOR, INV, TGM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이 모자반 추출물 처리

에 의해 회복되었다(Fig. 5A, B). 이는 모자반 추출물이 UVB에

의해 감소된 LOR, INV 및 TGM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각질

세포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피에 존재하는 유리 아

미노산은 수분과 결합하여 수분 흡수성을 향상시켜 피부 보습 기

능을 제공한다(Choi 등, 2016). FLG는 CASP14 등의 효소에 의

해 유리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 보습 유지에 필요

한 단백질이다(Choi 등, 2016). UVB는 FLG와 CASP14의 mRNA

와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킨 반면에, 모자반 추출물은 FLG와

CASP14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다(Fig. 5A, B). 이러한 결과

는, 모자반 추출물이 FLG와 CASP14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UVB

에 의해 감소한 유리 아미노산을 회복시켰음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모자반 추출물은 각질세포막 형성에 의한 표피 장벽의 기

능 강화와 유리 아미노산 생성 촉진을 통한 피부 수분 함량의 증

가를 통하여 보습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 약

자외선(Ultraviolet radiation)은 피부 주름 형성과 피부 건조를

특징으로 하는 광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모자반과(Sargassaceae)에

속하는 모자반(Sargassum fulvellum)은 항염증, 항산화, 항아토피

활성을 갖고 있다. 특히, 모자반은 인간 각질세포(keratinocyte)와

실험동물의 피부에서 UVB에 의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자반 추출물의 광노화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광노화를 유

도하기 위하여 UVB를 SKH-1 무모 마우스의 등 부분에 8주간

처리하였으며, 동시에 모자반 추출물을 300 mg/kg의 농도로 매일

경구 투여하였다. 현상학적으로, 모자반 추출물은 주름 형성, 홍

반 및 피부 두께를 감소시켰으며, 피부 탄력을 증가시켰다. 모자

반 추출물은 콜라겐 합성 유전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matrix

metalloproteinase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콜라겐의 하이드록시

프롤린(hydroxyproline) 함량을 증가시켰다. 추가적으로, 모자반 추

출물의 경구 투여는 무모 마우스의 피부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

으며, 경피수분손실(transepidermal water loss)을 감소시켰다. 모자

반 추출물은 각질세포막 형성에 관여하는 involucrin, loricrin,

transglutaminase의 발현과 자연보습인자 관련 생체지표인 filaggrin

및 caspase-14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종합적으로, 모자반 추출물

은 피부의 콜라겐 손실과 건조를 완화함으로써 광노화 억제 활

성을 제공하였다. 모자반 추출물은 피부 광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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