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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필 a가 UVB 유도성 산화적 스트레스와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활성화 및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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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lorophyll a on UVB-induced Cellular Responses and
Type I pN Collagen Synthesis in vitro

Hee Young Jeon, Jeong Kee Kim, Dae Bang Seo, and Sang 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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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chlorophyll has many beneficial propertie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nti-tumor, and antioxidant properties. Chlorophyll has been also shown to have an excellent chemopreventive potential
against skin tumor. Its preventive mechanism against skin tumor, however, has not been examined in detail. Furthermore,
the effects of chlorophyll on UVB-induced cellular responses have not been investigated. Solar UV radiation, in particular
its UVB component, is the primary cause of many adverse biological effect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hotoaging and
skin cancer. We investigated the preventive effects of chlorophyll a on UVB-mediated responses in human immortalized
HaCaT kerationocytes and normal human fibroblast. We found that treatment of chlorophyll a markedly inhibited UVB-
induced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lipid peroxidation. Chlorophyll a also prevented UVB-induced MMP-1
expression and MMP-2 activation and increased Type I pN collagen synthes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lorophyll a is
a potent candidat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UVB-induced skin cancer and photo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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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클로로필은 식물체의 잎, 조류 또는 해조류의 엽록체 내에 존

재하는 광합성 색소로서 녹색식물의 엽록체 속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를 유기화합물인 탄수화물로 동화시키는 데

쓰인다. 식물체 내에서는 클로로필 a, b, c, d 등의 다양한 형태

의 클로로필이 존재하는데 이 중 클로로필 a가 녹색 식물 클로

로필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주요한 클로로필이다

(1). 클로로필은 porphyrin ring 구조 안에 마그네슘(Mg)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분자로 porphyrin ring 구조 안에 철분(Fe)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의 hemoglobin과 같은 모핵을 가지고 있어 푸른 혈

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Fig. 1)

클로로필은 모든 녹색 식물에 존재하지만 식물 종 및 부위에

따라 그 함량은 크게 차이 난다. 일반적으로 과일보다는 잎 채소

류에 고함량으로 존재하며, 시금치 같은 경우 건조중량의 1% 정

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로로필이 최초로 분리, 동

정된 이래 100여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실험에서 그 효능

이 입증되었으며 클로로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효능에 많은 연

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클로로필의 효능은 조

혈 작용을 비롯하여 항암, 항염, 해독 작용, 항 콜레스테롤 작용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2-4). 항암과 조혈 작용 등 일부 효능에

대해서는 그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아 암 치료 보조제 또는 조혈

제 등 의약품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서도 개발

되어 많이 섭취하고 있다.

클로로필이 가지는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상처 치유 촉진 효

과 및 피부암 예방 효과는 그 뛰어난 효능이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클로로필은 상처 부위의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의 형

성을 촉진하고 환부의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감소시켜 상처의 치유를 빠르게 한다. 녹차(Camellia sinensis)로

부터 분리된 클로로필 a의 항암 효과가 fibroblast 세포 실험을 통

해 증명되었으며, 7,12-dimethylbenz[a]anthracene(DMBA)와 12-O-

tetradecanoylphorbol-13-acetate(TPA)로 유발된 피부암을 효과적으

로 억제하는 것도 ICR-mouse를 이용한 동물 모델에서 확인되었

다(5-8).

이렇듯 다양한 클로로필의 효능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

었으나 상당수의 클로로필 효능 연구는 클로로필의 추출이 어려

워 클로로필 유도체나 가공 클로로필, 또는 클로로필을 고함량으

로 포함하고 있는 천연 추출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데에 한

계가 있다. 또한 그간 입증된 클로로필의 다양한 효능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효능 및

작용 기작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9-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클로로필 a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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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클로로필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및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천연 클로로필 a가 갖는 피부 효능 기전에 대

한 이해를 돕고 피부 광노화와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예방제로

서 클로로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피

세포의 변이세포주인 HaCaT 세포와 진피의 주요 구성 세포인 인

체 섬유아세포(normal human fibroblast)를 이용하여 클로로필의

처리가 UVB 조사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그에 따

른 지질 과산화,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의 변화와 콜라

겐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천연 클로로필 a는 시금치로부터 추출한

천연 클로로필 a를 Sigma Aldrich(C5753; St. Louis, MO, US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나머지 시약은 모

두 HPLC급 또는 특급을 사용하였다.

세포의 배양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소거 및 지질 과산

화 억제 효능은 각질형성세포주(human kerationocyte HaCaT cell

lin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UV 유도성 MMP-1발현과 UV 유

도성 MMP-2와 MMP-9의 활성화 억제 및 콜라겐 합성 촉진 효

능은 인체 섬유아세포(normal human fibroblast; CAS-C-004-5C,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질

형성세포주는 독일암연구센터의 Dr. Fusenig로부터 분양 받아 사

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DMEM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 Texas,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Sigma-Aldrich)을 첨가하여 37oC, 5% CO
2
 조건 하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자외선 조사

ROS 생성과 지질 과산화를 증가시키고, MMP-1 발현과 MMP-

2, MMP-9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포에 UVB를

처리해 주었다. 자외선의 조사는 cell plate로부터 30 cm 되는 거

리에 광원(Waldmann UV800; 파장: 285-350 nm, 최고파장: 310-

315 nm, Waldmann Co., Villingen-Schwenningen, Germany)을 설

치하였으며, 정확한 자외선량의 조사를 위하여 자외선 측정기

(Waldmann Co.)를 이용하여 광량을 측정하였다.

UVB 유도성 ROS 생성 소거 효능 평가

ROS의 생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7'-dichlorodihydro-fluo-

rescein diacetate(DCFH-DA;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를 사용하였다. DCFH-DA는 세포 내의 ROS detector로 잘

알려진 지용성 물질로 세포에 쉽게 흡수되며 세포 내의 esterase

에 의해 acetate group이 가수분해되어 수용성인 2',7'-dichlorodihy-

drofluorescein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세포 내의 oxidants에 의

해 형광을 띠는 2',7'-dichlorofluorescein(DCF)이 되어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ROS의 양을 평가할 수 있다(12).

각질형성세포주를 형광측정용 96 well black plate(Greiner Bio-

One North America Inc., Monroe, NC, USA)에 한 well당 1×104

개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FBS가 없는 새로운 배

지에 클로로필 a의 최종 농도가 0.01, 0.1, 1, 10 µM 되도록 희석

하여 처리하였다. 시험 시료를 넣고 24시간 배양 후에

HCSS(HEPES-buffered control salt solution)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배지를 제거하고 HCSS에 20 µM로 준비된 DCFH-DA 배지를

100 mL 가하고 37oC, 5% CO
2 
조건에서 20분간 배양하고 HCSS

로 세척하였다. ROS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HCSS를 100 mL

가한 상태에서 UVB 30 mJ/cm2를 조사하였다. 이후 HCSS에 동

일한 농도의 클로로필 a을 희석하여 3시간 동안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DCF의 형광 강도는 Wallac VICTOR2 Flu-

orometer(Wallac Inc., Turku, Finland)를 이용하여 exitation은

485 nm, emission은 530 nm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UV 유도성 지질 과산화 억제 효능 평가

각질 형성 세포주를 60 mm dish에 1×106개로 분주하고 약 80%

의 confluency에 도달할 때까지 24시간 배양하였다. UV 조사를

위하여 PBS로 세포를 1회 세척한 후, 500 mL의 PBS를 첨가한

상태에서 UVB 30 mJ/cm2를 조사하였다. PBS를 제거한 후, FBS

가 없는 새로운 배지에 클로로필 a의 최종 농도가 0.01, 0.1, 1,

10 µM이 되도록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이 후 37oC, 5% CO
2
 조

건에서 4시간 배양 후 세포를 체취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는 freeze/thawing 방법에 준하여 융해(lysis) 시켰으며, 대조군은

상기와 동일한 배지에서 시험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배

양한 것을 이용하였다. 지질 과산화는 malondialdehyde(MDA)

assay kit(Northwest Life Science Specialties, LLC, Vancouver,

Canad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UV 유도성 MMP-1 발현 억제 효능 평가

클로로필 a의 UV 유도성 MMP-1 발현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섬유아세포를 24 well-plate에 한 well당 1×104개로 분주

하여 약 80%의 confluency에 도달할 때까지 10% FBS가 들어있

는 배지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FBS가 없는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UV 조사를 위하여 PBS로 세포를

1회 세척한 후, 100 mL의 PBS를 첨가한 상태에서 UVB 15 mJ/

cm2를 조사하였다. PBS를 제거한 후, FBS가 없는 새로운 배지에

클로로필 a의 최종 농도가 0.01, 0.1, 1, 10 µM이 되도록 희석하

여 처리하였다. 시험물질을 처리한 지 48시간 경과한 후 MMP-

1의 발현을 평가하였다.

MMP-1의 발현은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여 enzyme-linked immu-

nosorbent assay(ELISA) kits(RPN 2610; Biotrak,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

며 각각 측정된 MMP-1의 양은 총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다.

Fig. 1. The basic ring structure of a porphyrin ring and structure
of chlorophy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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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유도성 MMP-2, MMP- 9의 활성화 억제 효능 평가

클로로필 a의 UV 유도성 MMP-2와 MMP- 9의 활성화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섬유아세포를 6 well-plate에 한 well당

1×105개로 분주하여 약 80%의 confluency에 도달할 때까지 10%

FBS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MP-1

의 발현을 평가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클로로필 a를 처

리하고 자외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MMP-2와 MMP-9의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배양한 섬유아세포로부터 cell

lysis buffer(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

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은 BCATM Protein

Assay(PIERCE,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한 후 전기 영동을 위

하여 Tris-Glycine SDS sample buffer(Invitrogen Co.) 이용하여

동일한 단백질 양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각 샘플은 10% zymo-

gram(gelatin) gel(Invitrogen Co.)에 125 V constant voltage

(40 mA)에서 약 90분간 전기 영동하였으며, 전기 영동이 끝난 후

gel을 Novex® Zymogram Renaturing Buffer(Invitrogen Co.)에 약

하게 흔들어주면서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Novex®

Zymogram Developing Buffer(Invitrogen Co.)로 바꾸어 주고 37oC

incubator에서 4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gel은 증류

수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SimplyBlueTM Safe Stain(Invitrogen Co.)

으로 염색하여 MMP-2와 MMP-9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Type I pN 콜라겐 합성능 평가

클로로필 a의 type I pN 콜라겐 합성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24 well-plate에 한 well당 1×104개로 분주하여 약 80%의 conflu-

ency에 도달할 때까지 10% FBS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였다. FBS가 없는 새로운 배지에 클로로필 a의 최종 농도

가 0.01, 0.1, 1, 10 µM이 되도록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시험물질

을 처리한 지 48시간 경과한 후 배양 상층액을 수거하여 Procol-

lagen Type I C-Peptide(PIP) EIA Kit(MK101; Takara Shuz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type I pN 콜라겐 합성 효능을 평가하

였다. 각각 측정된 type I pN 콜라겐의 양은 총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하

였다. 모든 결과는 각 실험군의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각 군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ANOVA와 LSD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클로로필이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피부는 인체의 가장 외부에 위치하여 자외선이나 기타 유해로

운 외부 자극을 받으며 상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질형성세포

는 일광 중의 자외선에 가장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는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조직 내에 물리적 생화학적 성상의 변

화가 유발되어 상피 세포의 증식, 과색소 침착, 과도한 ROS의 형

성을 통한 DNA 손상, 각종 효소와 단백질의 비정상적 활성화 등

이 초래된다(13). ROS는 세포 생체막의 구성성분인 불포화지방

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 반응을 일으켜 체내 과산화지질을 축

적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다. 따라서 피부에

여러 가지 유해한 작용을 유발하는 주요인자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외선으로부터 유발되

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초기에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세포의 손

상을 복구시키는 것이다(14-16).

클로로필의 ROS 소거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ROS에 의해

형광을 띠는 물질로 전환되는 DCFH-DA를 이용하여 ROS의 양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에 의해 생성된 세포 내 ROS의

양이 클로로필 a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처리 농도에서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클로로필의 처리 농

도에 따른 ROS 소거 효능을 보았을 때, 0.01, 0.1, 1 µM의 클로

로필 a는 control과 대비하였을 때 각각 86.1, 84.4, 78.3% 수준으

로 ROS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10 µM의 클로로필

a 처리는 88.7% 수준의 ROS 양을 나타내 ROS 소거 효능이 저

농도를 처리했을 때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2). 또한, 1

µM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처리 농도별 세포 내

검출되는 ROS의 양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클로로필 a의 ROS

소거 효능의 농도 의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각질형성세포에서 UVB에 의해 유발된 지질 과산화를 클로로

필 a가 억제하는 효능을 평가한 결과는 Fig. 3와 같다. 30 mJ/cm2

의 UVB의 조사에 의해서 지질과산화는 control군의 120%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0.1, 1, 10 µM의 클로로필 a 처리

에 의해 control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클로로

필 a의 처리 농도에 따른 효능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어 농도 의

존적인 효능 증가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클로로필 a는 각질형성세포에서 자외선 조

사에 의한 ROS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질과산화를 유

의적으로 감소시키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클로로필 a가 자외선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를 가진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클로로필이 matrix metalloproteinases와 type I pN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MMPs는 endoprotease로 모든 종류의 세포외기질을 분해한다.

그 중에서도 MMP-1은 제 1형과 제 3형의 콜라겐을 분해하며

Fig. 2. Effect of chlorophyll a on UV-induced ROS level
elevation.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chlorophyll a (0.01, 0.1, 1, and 10 µM) for 24 hr and cells were
exposed to UVB (30 mJ/cm2) radiation. After the UVB radiation the
cells were treated immediately with same dosage of chlorophyll a. 3
hours post-UVB irradiation, ROS levels were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represented by DCF fluorescence intensity.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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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atinase인 MMP-2와 MMP-9은 MMP-1에 의해 분해된 콜라겐

조각들을 더 잘게 분해해 피부 노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MMPs

활성화에 의한 콜라겐 분해 현상은 자외선 조사에 따라 증가되

는 전사인자 AP-1의 발현을 통한다(17,18). 자외선에 의한 MMP-

1의 발현 증가를 클로로필 a가 얼마나 방어하는지 알아본 결과

는 Fig. 4와 같다. UVB를 조사한 경우, control 대비 192.8%로

MMP-1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반면에, UVB를 조

사한 후 클로로필 a를 처리하였을 때는 모든 농도에서 MMP-1

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처리 농도별 발현 농도를 비

교해보면, 1, 10 µM의 높은 농도에서 MMP-1 발현 억제 정도가

0.01, 0.1 µM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어 저농도에서 더욱 좋

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MMP-1 발현 억

제 효능 역시 ROS 소거능이나 lipid peroxidation 억제 효능 결과

와 마찬가지로 처리 농도 간의 유의적인 효능 차이는 없어 0.01-

10 µM의 처리농도에서는 농도에 상관없이 유사한 효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EGCG와 같은 일부

polyphenol류의 성분에서도 관찰되는 결과로 저농도에서 충분히

활성이 뛰어난 물질이나, 고농도에서 오히려 세포 독성을 나타내

는 물질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다(19,20). 클로로필의 경우 MMP-

1 발현 억제에 있어 0.01, 0.1 µM의 저농도에서도 뛰어난 활성을

나타내며 농도에 크게 상관없이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Gelatin-zymography를 이용하여 평가한 자외선에 의한 MMP-2

와 MMP-9의 활성 증가에 대한 클로로필 a의 효과는 Fig 5와 같

다. Cytokine의 분비가 없는 정상 상태의 human fibroblast에서는

MMP-9(92 kDa band)의 활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전에

보고된 많은 연구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MMP-2(72 kDa

band)의 활성만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21, 22). Fig.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UVB 처리에 의해서 MMP-2의 활성이 뚜렷이 증

가하였고, 0.1, 1, 10 µM의 클로로필 a 처리가 MMP-2의 활성화

를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그 중에서도 0.1, 1, 10 µM의 클로로

필 a에 의해서는 control 수준으로 억제된 활성이 10 µM의 클로

로필 a의 처리에 의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해

클로로필 a가 UVB 유도성 MMP-2의 활성화를 우수하게 저해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로로필 a가 섬유아세포의 type I pN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6과 같다.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클로로필 a를 1,

10 µM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type I pN 콜라겐의 함량이 각각

control보다 22.2, 33.8% 이상 증가하여 클로로필 a가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 등(23)의 보고에

따르면 22세, 39세, 54세의 세포에서 0세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26, 27, 62%의 콜라겐 합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클로로필의

콜라겐 합성 증가 작용은 자외선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콜라겐 합

성능 저하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효과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TGF-β의 결합, AP-1의 활성

억제 등을 통할 수도 있으며,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MMP-1의

발현을 억제하여 콜라겐의 분해를 막는 효과일 수 있다(24).

이상의 결과로부터 클로로필 a가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MMP-

1의 발현과 MMP-2의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피부의 광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콜라겐의 합성 촉진 효과를 통해 광노

화뿐 아니라 자연 노화에 의한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 3. Effect of chlorophyll a on the UVB-induced lipid

peroxidation. HaCaT cells were exposed to UVB (30 mJ/cm2)
radiation and tre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chlorophyll a (0.01,
0.1, 1, and 10 µM). Cell lysates were prepared by three repeated
freeze-thaw cycles to measure lipid peroxidation. Proteins were
quantified before analytical processing. MDA contents were
analyzed as an indicator of lipid peroxidation.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4. Effect of chlorophyll a on the UVB-induced MMP-1

expression. Normal human fibroblast cells were exposed to UVB
(15 mJ/cm2) radiation and tre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chlorophyll a (0.01, 0.1, 1, and 10 µM).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RPN 2610; Biotrak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 was used to measure MMP-1 expression.
The concentration of MMP-1 was detected by following the
manufacturer’s protoc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5. Effect of chlorophyll a on the UVB-induced MMP-2, 9

activities. Normal human fibroblast cells were exposed to UVB (15
mJ/cm2) radiation and treated with different dosage of chlorophyll a
(0.01, 0.1, 1, and 10 µM). Protein lysate was prepared with cell lysis
buffer to measure MMP-2 and MMP-9 activities. Proteins were
quantified before analytic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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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천연 클로로필을 순수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

여 순수 천연 클로로필의 형태로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 등에 적

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클로로필 함유 제품

은 클로로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색 식물의 추출물 형태의

소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천연 클로로필의 효능을 검증하고, 녹차 또는 브로콜리와

같이 이미 그 우수한 효능이 밝혀져 있는 녹색 식물 내의 생리

활성 물질과 클로로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

루어진다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더욱 가치 있는 클로로필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클로로필 a를 이용하여

UVB에 의해 유도되는 산화적 손상 및 MMPs의 변화를 평가하

고, 콜라겐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클로로필 a는 UVB에 의해 유도되는 ROS

의 발생을 저해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물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신호 전달을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며, 지

질 과산화 역시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피부의 콜라겐, 탄

력 섬유 등 기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s의 발현 또는

활성을 억제하고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여 피부 광

노화에 대한 예방제로서 클로로필의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피부에 대한 클로로필의 효능은

DMBA 또는 TPA 등의 화학 물질로 유발된 피부암을 예방하거

나 억제하는 효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와 같

이 UVB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반응에 대한 클로로필 a의 효능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로

로필의 피부암 예방 및 치료뿐 아니라 피부 노화의 예방 관점에

서 클로로필의 효능을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클로로필의 농도 의존적 효능에 대

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클로로필 효능의

농도 의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클로로필의

농도에 따른 효능 및 세포 독성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동물, 인체

효능 용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효능을 나타내는

클로로필의 농도를 산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한 유용한 소재로서 클로로필의 임

상적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물, 인체 시험을 통한

클로로필의 효능 검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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