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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UV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MMP(Matrix Metalloproteinase)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외선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면 피부 노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피룰
리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원핵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피부 섬유아세포를 사용하여 UVB 방
사선에 대한 스피룰리나 유래 피코시아닌(PC)의 광보호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PC는 섬유아세포 생
존율 측면에서 5-40 μg/mL 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UVB 조사된 섬유아세포의 생존율은 
50.5%였으며 PC 처리로 73.5%로 증가했다. MMP-1 및 MMP-9 발현은 UVB 처리로 증가하는 반면 
PC 처리한 군에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PC는 UVB 조사로 인한 산화적 손상과 피부노
화와 관련된 인자를 감소시켜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자외선, 스피룰리나, 피코시아닌, 노화, 섬유아세포

  Abstract : UV induce oxidative stress and increase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expression, 
resulting in skin aging. Thus, preventing skin damage from ultraviolet B (UVB)-induced skin damage 
can attenuate skin aging. Spirulina is comprised of prokaryotes a powerful antioxidan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hotoprotective effects of spirulina-derived phycocyanin (PC) against UVB 
radiation using human skin fibroblast. As a results, PC showed no toxicity at concentrations of 5–40 
μg/mL in terms of fibroblast viability. Survival rate of UVB-irradiated fibroblast incresased to 73.5% 
from 50.5% with PC treatment. UVB treatment increased MMP-1 and MMP-9 expression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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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treatment decreased it. The results indicate that PC might reduce or prevent skin aging by reducing 
UVB irradiation-induced skin wrinkles and free radicals.

Keywords : Ultraviolet ray, Spirulina, Phycocyanin, Aging, Fibroblast

1. 서 론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내를 보호하는 방
어막의 역할을 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의 각
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섬유아세포에 자외선이 
직접 작용한다. 피부 노화는 주름, 탄력 저하, 색
소 침착 등을 유발하는 외인성 및 내인성 요인의 
작용이 원인이 된다. 태양광의 자외선, 특히 파장 
280~320nm의 UVB는 세포외기질(ECM)의 주성
분인 콜라겐을 파괴하여 피부 조직에 변화를 일
으킨다. 광노화에서 UV 노출은 하이드로퍼옥실 
라디칼을 포함하는 활성 산소종(ROS)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ROS 수치의 비정상적 증가는 
신체의 항산화 방어를 손상시키고, 표피의 각질세
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고, 진피 
섬유아세포,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기질 금속
단백분해효소(MMP)를 유도하여 피부 노화를 촉
진한다[1]. UVB에 노출된 인간 피부에서 ROS가 
생성되어 단백질 산화, DNA 손상 및 지질 과산
화를 유도한다. 또한 ECM의 구성 요소인 콜라겐
과 엘라스틴 섬유의 분해를 매개하여 피부 노화
를 촉진하는 MMP의 발현을 촉진한다[2]. MMP
는 콜라겐을 분해하며, 분해된 콜라겐은 섬유아세
포 표현형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3]. 콜라겐은 
피부 보습과 탄력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화장품
의 유효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UVB 유발 염증 
반응에는 종양 괴사 인자-α(TNF-α), 인터루킨
-1β(IL-1β) 및 인터루킨-6(IL-6)과 같은 전염
증성 사이토카인 수치의 증가가 포함되며, 이는 
피부 손상을 가속화하고 MMP를 활성화한다[4]. 
UV 유도 산화 스트레스가 일련의 캐스케이드를 
통해 체내에서 MAPK와 같은 단백질 활성화를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 UVB에 의한 MAPK 인
산화는 피부암, 광노화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관
여한다[5-7]. 이러한 산화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는 SOD(Superoxide 
Dismutase),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
제와 같은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E, C 및 글루타
티온과 같은 비효소적 항산화제로 구성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UV 노출로 피부의 항산화 방어가 방해되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에서 과잉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
거나 생성된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항
산화 방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UV에 의한 피부 섬유아세포의 손상
에 초점을 맞추어 피부세포에 유용한 천연물 유
래 화합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스피루리나는 남조류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남미 및 북미의 바닷물과 담수를 포함한 알
칼리성의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다. 단백질, 철, 
리놀렌산, 비타민, 미네랄, 황화물 다당류 등 풍
부한 영양소를 포함한다[8,9]. 또한 식품 분야에
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염증성 질환 및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쥐에게 
0.18g 스피루리나를 7주간 섭취한 결과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소 활성이 증가하고, 염증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10,11], 
기능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
을 받고 있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식품 또는 영
양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는 유기 성분이 우수한 
용해도를 나타내며.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아 안전하다. 스피루리나의 유효 성분인 
phycocyanin은 스피루리나의 주요 단백질 중 하
나로 건조 조류의 약 20%를 차지한다. 
Phycocyanin은 남조류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UV를 포함하는 산화적 손상에 의한 ROS 억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유효성을 나타낸다
[12-14]. 또한, RAW 264.7 대식세포의 핵인자 
활성화 억제를 통한 lipo-polysaccharide 유도 
iNOS 발현 및 TNF 생성의 감소에 의한 항염 
활성, COX-2 활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UVB로 인한 산화 손상에 대한 
피코시아닌의 보호 효과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phycocyanin이 UVB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섬유아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Phycocyanin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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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C-phycocyanin.

2. 실험 재료 및 장비

2.1. 재료

  스피룰리나 유래 phycocyanin은 Sigma- 
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penicillin/streptomycin 및 fetal bovine serum 
(FBS)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
서 구입하였다.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는 DOJEN Bio(DoGenBio Co., Ltd., Dogen, 
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구입하였다. MMP 
-1 및 MMP-9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했다.

2.2. 세포 배양 및 UVB 조사

  인간 섬유아세포 Hs68(Human foreskin 
fibroblast,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 
세포를 10%(v/v) FBS와 항생제를 함유한 
DMEM에서 37°C, 5% CO2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며 2~3일마다 계대배양하였
다. UVB 파장은 312 nm이며, 10~120 
mJ/cm2(UV-X000; LAB24, Seoul, Korea)의 
UVB를 세포에 조사하여 세포 손상을 유도한 결
과 LD50은 40 mJ/cm2였으며, 이후 실험에서 본 
수치를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농도
(5, 10, 20, 40, 80 μg/mL)의 phycocyanin으로 
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40 mJ/cm2의 
UVB에 노출시켰다. 1분 동안 상부에 조사된 
UVB의 최종 강도는 0.6 mW/m2였다.

2.3. 세포독성 평가

  Hs68 세포는 96-well plate에 1 x 104 세포의 
밀도로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한 후, 
phycocyanin을 전처리하고 UVB를 조사한 다음 

추가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EZ- 
Cytox cell viability assay 시약 10 μL를 처리한 
후 1시간 배양하고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2.4. MMP-1 및 MMP-9 측정

  실험을 진행한 Hs68 세포의 배양 후 상층액을 
5분 동안 189 × g에서 원심분리하고, ELISA kit 
지침에 따라 MMP-1(cat. no. DMP100) 및 
MMP-9(cat. no. DMP900)을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LLC)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2.5. 통계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데이터는 ± 표
준 오차로 표시하였다.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p < 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UVB로 손상을 유도한 섬유아세포에서 

phycocyanin의 보호 효과

  Hs68 세포에서 UVB 손상에 대한 
phycocyanin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phycocyanin(5, 10, 20, 40 및 80 μg/mL)의 세
포 독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phycocyanin 5-40 
μg/mL 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80 
μg/mL 농도에서는 세포 성장이 5.2% 감소되었
다. Hs68 세포에서 UVB의 조사량을 10~120 
mJ/cm2 로 다양화하여 세포 생존력을 평가하였
으며, 세포에 손상을 주는 40mJ/cm2를 기준으로 
phycocyanin의 세포 보호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Hs68 세포에서 UVB 손상에 대한 
phycocyanin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시료
가 처리되지 않은 UVB 조사군이 음성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이 50.5%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phycocyanin 80 μg/mL으로 전처리되었을 때 
생존율은 UVB 조사군보다 22.9% 증가했다(Fig. 
2). 기존 연구에서 UVB로 손상을 유도한 각질형
성세포에 phycocyanin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
존율이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다른 점은 각질형성세포에서는 phycocyani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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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Cell viability of human fibroblast after ultraviolet B (UVB) exposure. (a) Hs68 cell 
viability after pre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phycocyanin (PC); (b) toxicity 
of UVB according to the dosage; (c) viability of cells treated with PC, followed by 
UVB irradiation. Data are presented as percentages of the control group. * p < 0.05, 

** p < 0.01 vs. control group.

μg/mL 농도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
려 12.2%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UVB에 
의한 세포손상의 정도와 phycocyanin에 의한 세
포보호 효능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14].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phycocyanin은 UVB로 
인한 섬유아세포 및 각질형성세포에 손상을 방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UVB로 유도된 MMP-1 및 MMP-9에서 

phycocyanin의 효과

  광노화에 의한 건조한 피부와 주름은 ECM을 
분해하는 MMP-1 및 MMP-9와 같은 MMP의 
발현 증가와 관련이 있다. MMP-1 및 MMP-9 
발현 실험은 Quantikine ELISA Kit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Hs68 세포에 UVB 조사 시 
MMP-1 및 MMP-9의 분비가 증가된 것을 확
인하였다. 반면 전처리한 phycocyanin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MP-1과 MMP-9의 분비는 
UVB 조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

다. MMP-1 농도는 음성 대조군에 비해 UVB 
조사군에서 12배, MMP-9 농도는 16배 높았다. 
그러나 phycocyanin(80μg/mL) 처리군에서는 
MMP-1 및 MMP-9 수준이 각각 45.2% 및 
62.1%만큼 유의하게 감소했다(Fig. 3). 이러한 결
과는 기존 연구에서 UVB로 손상을 유도한 각질
형성세포에 phycocyanin을 처리 후 MMP-1 및 
MMP-9 발현이 감소되었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14]. MMP는 피부 
결합 조직인 콜라겐 섬유를 분해해 피부 강도와 
탄력 유지 감소에 관여한다. 콜라겐 분해와 관련
된 MMP의 활성은 UVB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 1회의 
UV 조사에 의해서도 MMP의 활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또한 반복적인 
UV 조사로 인한 프로콜라겐 발현의 감소는 광노
화의 원인으로 확인된다[17]. 본 연구는 UVB 조
사 전에 Hs68 세포를 phycocyanin로 처리하면 
MMP-1 및 MMP-9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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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ffects of phycocyanin (PC) on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and MMP-9 secretion 
by ultraviolet B (UVB)-induced Hs68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PC before UVB 
irradiation. The levels of secretion of (a) MMP-1 and (b) MMP-9 were measured in the 
culture medium of UVB-irradiated Hs68 cells. * p < 0.05, ** p < 0.01 vs. control group.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는 
phycocyanin이 MMP의 발현을 억제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 및 주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4. 결 론

  Phycocyanin은 UVB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섬
유아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섬유아세
포는 UVB 노출 후 일련의 염증 반응과 면역 체
계의 변화로 피부 손상과 노화로 이어지기 때문
에 조기 보호가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phycocyanin은 80 μg/mL 이하의 농
도에서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UVB를 
단독으로 처리한 군에서는 MMP-1, MMP-9 농
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phycocyanin 처리군에
서는 MMP-1 및 MMP-9 수준이 각각 45.2% 
및 62.1%만큼 유의하게 감소하여 자외선으로부
터 피부세포를 보호하였다. 따라서 phycocyanin
을 전처리함으로서 UVB로 손상을 유도한 섬유아
세포의 MMP-1과 MMP-9의 효소 활성이 감소
되어 주름 형성을 억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피룰리나 유래 
phycocyanin이 광노화를 방지하는 자외선 차단제
품이나 항노화 제품 등의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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