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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 the beneficial effects of an agar gel mask (AGM) on UV-induced photoaging, SKH-1 
hairless mice were treated with a topical application of AGM and an AGM dipped in essence 
(AGMdE). The mice were divided into an no radiation group, UV + AGM, UV + AGMdE, and UV 
+ vehicle (PBS) treatment groups. Alterations in skin wrinkles, skin phenotype, histological structures, 
oxidative status, and toxicity were then evaluated during 4 weeks of exposure. The topical application 
of AGM and AGMdE inhibited wrinkle formation, suppressed the erythema index, prevented trans-
epidermal water loss, and enhanced skin hydration. In addition, epidermal thickness recovered to a 
similar level as that in the no irradiation group in the UV + AGM and UV + AGMdE treatment 
groups compared with the UV + vehicle (distilled water) group. Furthermore, the expression levels 
of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and tyrosinase were reduced in the UV + AGM and UV + 
AGMdE treatment groups, although the highest level varied. Moreover,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UV + AGM and UV + AGMdE treatment groups as compared 
with the UV + vehicle group.  No significant alterations induced by most toxic compounds were 
measured in serum biochemical markers and liver and kidney histological features of the UV + AGM 
and UV + AGMdE treatment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M may protect against skin aging 
by regulating skin morphology, histopathological structures, and oxidati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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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스크팩은 얼굴모양의 시트에 여러 소재의 유효성분을 배

합하여 피부에 부착함으로서 피부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오고 있다[6]. 이러한 마스크팩은 피부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외부와 피부표면을 차단하여 혈액순

환을 촉진시키고 수분증발을 억제한다[20]. 또한, 피막은 피부

표면이나 모공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과 각질층을 

흡착하여 제거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함으로서 각질층의 수분

팽창으로 모공과 땀샘의 확장을 유도하여 유효성분의 피부침

투를 도와준다[20, 24]. 마스크팩 중에서도 홈케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팩류는 시트마스크팩이며(64.4%), 이들

은 유액성분의 함유성분과 시트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있다[16]. 

한편, 마스크팩의 피부상태 개선연구는 크게 유액의 유효성

분개발과 시트개발로 구분되어 수행되어 왔다. 유액의 유효성

분연구에서는 kaolin, adenosin 및 식물복합추출물이 함유된 

마스크팩이 피부상태를 개선하였으며[3], 양파껍질 추출물을 

함유한 마스크팩은 효과적으로 주름을 개선하였다[9], ribo-

flavin 마스크팩은 피부수분량, 피지, 홍반도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5]. 더불어, 마스크팩시트연구에서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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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성과 밀착성이 우수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마스크팩시트는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직포의 특성상 화장수나 에센스 

등의 제형이 첨가된 경우에도 거칠한 감을 완화 시킬 수 없으

며 화장수 등에 적셔서 사용하므로 피부에 대한 부착성이 낮

은 단점이 있다[8]. 부직포의 단점을 극복하고 유연성과 밀착

성을 높이고 마스크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이

드로겔이 사용되고 있다[4]. 

하이드로겔형태(hydrogel type)는 부직포(non-woven fab-

ric)나 카복시형태(carboxyl type)에 비하여 색소침적(pigment 

deposition) 개선효과가 높으며[24], 리보플라빈이 함유된 chi-

tosan gel 마스크팩은 멜라닌지수(melanin index), 홍반량, 피

지량, TEWL (transepidermal water loss)을 효과적으로 개선

하였다[5]. 이러한 하이드로겔은 화상치료나 습윤상태가 지속

적으로 필요한 피부재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재료로서 

9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poly-

vinylpyrrolidone, polyhydroxyethyl methacrylate, polyvinyl 

alcohol 등의 합성 고분자와 gelatin, 한천(agar), collagen, 

Chitosan 등의 천연 고분자에 의해 제조된다[18]. 그러나 마스

크팩용 하이드로겔의 소재로 한천을 이용하여 가능성을 평가

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한천은 해조류를 열수 추출하여 만든 고분자 다당류의 친수

성 콜로이드 물질로, 그 용액은 온도 변화에 따라 gel과 sol의 

상태로 변하는 가역성 교질 특성을 가지며[11], 특히 강한 gel

화능으로 우수한 수분흡수성, 응고성, 점탄성, 보수성 등을 지

니고 있어 식품제조과정에서 안정제, 증량제, 형성제, 농후제, 

건조방지제, 물성유지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14]. 또한, 한천

은 이중나선 결합을 갖는 3차원 하이드로젤 형태로 제조되어 

미생물배지, 전기영동젤, 조직공학용 생체재료, 나아가 식용 

및 산업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3]. 최근에는 기능성 물

질 및 화장품의 효능시험을 위한 시편으로 개발되어 임상 및 

동물대체시험법 최적화에 활용된 연구도 보고되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천을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장기간 처리가 UV에 유발된 광노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천마스크팩(AGM)과 에센스함유 한

천마스크팩(AGMdE)를 4주 동안 UV조사된 hairless 마우스

에 처리하여 피부형상, 조직구조, 항산화상태 등을 분석하였

다. 

재료  방법

마스크의 제조

AGM (Agar gel mask)은 부틸렌글라이콜 10-20%, 글리세

린 10-20%, 1-2% 분말한천(㈜밀양한천, 한국), 1-2% 카라기난

을 섞고 정제수를 넣어 90℃ 이상으로 10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용해된 액을 0.5 mm의 두께로 얇게 펴 재단  

후 1-2일 실온에서 숙성시켜 제조하였고, AGMdE는 준비된 

AGM을 화장수(정제수(60.6%), 글리세린(8%), 카보머(8%), 부

틸렌글라이콜(3.5%),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3%), 알로에베라

잎즙, 병풀추출물 등 천연추출물(8.7%), 기타(8.2%))에 침지시

켜 준비하였다. TGM (Real tea gel mask)은 ㈜스킨푸드(한국)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Fig. 1A). 준비된 3가지 마스크팩

은 4×5 cm로 절단한 후 동물실험에 사용하였다.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

 SEM분석을 위하여, 먼저, TGM과 AGM시료는 0.3 cm×0.3 

cm 크기로 절단하여 -70˚C에서 24시간 급속냉동한 후 동결건

조기(Gyrozen, Korea)에서 탈수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아르곤

(argon) 대기하에서 Sputter coater (Jeol JXA-840A, 영국)를 

사용하여 60초 동안 금으로 코팅한 후 필름 표면과 단면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tereo-scan-250-MK-Ⅲ, 

UK)을 이용하여 10 kV에서 관찰하였다.

동물실험설계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PNU-IACAU)

로부터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PNU-2016-1365)을 받아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6

주령의 Crl/Orl:SKH1-hairless 마우스로서 오리엔트바이오

(Seongnam,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Hairless 마우

스는 방사선 조사된 사료(Purina Mills Inc)를 자유급식 하도록 

하였으며, 12시간의 조명주기(08:00~20:00)로 specified patho-

gen free (SPF)상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인증번호: 00231)과 

AAALAC (인증번호: 001525)에서 인증 받은 부산대학교 청정

실험동물센터(온도 23±2℃, 상대습도 50±10%)에서 사육하였

다. Hairless 마우스는 UV를 조사하지 않은 군(No group)과 

UV를 조사한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UV를 조사한 군은 다시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군(UV+Vehicle group, n=8), TGM을 부

착한 군(UV+TGM treated group, n=8), AGM을 부착한 군

(UV+AGM treated group, n=8), AGMdE (Agar gel mask dip-

ped in essence)를 부착한 군(UV+AGMdE treated group, 

n=8)으로 분류하였다. Hairless 마우스는 트레이에 고정하고, 

1 Minimal Erythema Dose (MED)의 UV를 조사한 직후 TGM, 

AGM, AGMdE를 20분 동안 처리하였다. 4주 동안 일주일에 

3회 UV와 마스크팩을 처리한 후 모든 실험군에 마우스는 이

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안락사한 뒤 혈청과 조직을 채취하였다.

UV-B 조사

UV 조사장치는 (주)대종기기(Seoul, Korea)의 제작품으로

서 가로 90 cm, 세로 30 cm, 높이 50 cm의 직사각형의 상자에 

자외선 조사장치의 광원으로 290-320 nm 파장의 UV-B를 발

광하는 TL20W/12RS 램프(Philips, Eindhoven, Netherlands)

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UV 램프와 마우스의 거리는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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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TGM                   AGM

TGM                     AGM

Fig. 1. Morphology of TGM and AGM. (A) 

Slices of TGM and AGM were cut to 

an appropriate size (5 cm × 4 cm) to 

treat the back skin of hairless mice. (B) 

Ultrastructure of the surface and cross 

section of each mask was observed by 

SEM at 20,000× magnification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ree to five samples were assayed in 

duplicate by SEM analysis.

가 되도록 유지하였으며, 마우스는 아크릴로 제작된 트레이에 

넣어 보정한 후 조사하였다. UV는 초기 2주 동안에는 1 MED

를 조사하고, 이후 2 MED를 조사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유발하

였다. UV 조사는 일주일에 세 번 실시하였으며, UV를 조사한 

후 3종류의 마스크를 마우스의 등피부에 20분간 부착하였다.

1 MED를 설정하기 위해, 마우스 등쪽에 6개 부위에 60, 

80, 100, 120, 140, 160 mJ의 UV를 다른 조사량으로 조사하였

다. 24시간 경과 후 조사부위에 홍반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홍반을 처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조사량을 1 MED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된 UV량은 UVx Radiometer 

(UVP, San Gabriel,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

험에서 최초로 홍반이 발생하기 시작한 1 MED는 약 140 mJ로 

설정하였다. 

피부주름 측정

UV에 의해서 유도된 피부노화의 정도는 주름형성상태를 

관찰함으로서 측정하였다. 피부주름은 UV를 조사한 후 DETAX 

System II (MIXPAC)과 Double-Stick Disc (3M, Germany)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종료 후 마우스 등피부에 Double- 

Stick Disc를 붙이고, DETAX System II 를 이용하여 혼합용액

을 분사하여 2-3분 정도 후에 완전히 굳어진 disc를 떼어내어 

주름의 정도를 관찰하였다. Disc에 생긴 주름은 Bissett 등[1]에 

의해서 제시된 scoring system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

가에서 grade 0은 주름이 없는 경우, grade 1는 몇 개의 얕은 

주름이 있는 경우, grade 2는 일부 주름이 있는 경우, grade 

3는 몇 개의 깊은 주름이 생긴 경우로 정의하여 수행하였다. 

수분량, 홍반량, TEWL, 멜라닌 함유량 측정

피부 수분량은 Corneometer CM825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s, Cologn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TEWL은 Tewameter (TM300, Courage and Khazaka, Köl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홍반 및 멜라닌 함량

은 Mexameter MX18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s, 

Cologn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 , 장기무게 측정

마우스의 체중은 실험기간 동안 주 1회 화학저울(METTLER 

TOLEDO,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마우스의 전

체 기관을 채취하여 화학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청생화학 분석 

혈청은 마우스의 복부정맥으로부터 채취하여 실온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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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nhibition of UV-induced wrinkle formation 

of intact skin in response to topical applica-

tion of AGM to hairless mice. (A) Wrinkle 

formation was measured by replica grading 

during the final week. (B) The level of wrin-

kles was assessed using the scoring system 

suggested by Bissett et al (14) (grade 0, no 

wrinkles; grade 1, a few shallow wrinkles; 

grade 2, some wrinkles; grade 3, several deep 

wrinkle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no 

irradiation (No) group, #, p<0.05 compared 

to the UV+Vehicle-treated group. 

분간 배양하고, 1,500 x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에 함유된 alkaline phos-

phatase (ALP),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lactate dehydrogenase (LDH),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ine (Cr) 등의 농도는 automatic 

serum analyzer (HITACHI 747,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직 분석 

채취한 실험동물의 피부조직은 10% 포르말린 용액에서 48

시간 동안 고정시키고,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여 카세트에 넣

고 조직처리기(Thermo Shandon Lyd., Thermo Fisher Scien-

tific, UK)로 에탄올 70, 80, 90, 95, 100%에 각각 1~2시간 처리 

후 xylene으로 4시간 처리하고, paraffin에서 4시간 처리하였

다. 이후 조직은 Paraffin Embedding Station (Leica micro-

systems nussloch GmbH, Nussloch, Germany)로 포매하고, 

Rotary microtome (Leica microsystems nussloch GmbH, 

Nussloch, Germany)를 이용하여 4 μm 두께로 박절했다. 박절

한 피부 조직은 Hematoxylin & Eosin (Sigma-Aldrich Co.)로 

염색하고, 피부 두께를 광학현미경(Leica, Wetzlar, Germany)

으로 관찰한 후 Leica Application Suite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실험동물에서 채취한 피부조직은 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Seongman, 

Korea)을 첨가하여 분쇄한 후, 1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확보하였으며 분리된 단백질의 농도는 

SMARTTM BCA Protein Assay Kit (iNtRON Biotechnology)

을 이용하여 정량하고 Western blot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단백질은 10% SDS-PAGE gel에 전기영동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se (ECL) membrane (Amersham Life 

Science, Piscataway, NJ, USA)에 전이하고, 5% skim milk에

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Membrane은 1차 항체인 an-

ti-MMP-1/8 antibody (H-129, SantaCruz Biotechnology), 

Anti-Tyrosinase antibody (ab180753, abcam), anti-β-actin an-

tibody (Sigma-Aldrich Co.)를 4℃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를 첨가하여 enhanced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Amersham Bioscience)

를 이용하였으며, Image Analyzer System (Eastman Kodak 

2000MM, NY, USA)를 이용하여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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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ysiological alteration of intact skin in response to topical application of AGM and AGMdE to hairless mice. The skin 

hydration, erythema index,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and melanin index in the dorsal skin of hairless mice were 

analyzed in triplicate using the appropriate device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no radiation (No) group, #, p<0.05 compared to the UV+Vehicle-treated 

group.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

마우스 피부조직의 SOD 효소활성은 SOD assay Kit-WS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Rockville, MD)를 이용하

여 회사의 권장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부조직은 glass ho-

mogenizer (Polytron, Canada)를 이용하여 균질화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수확하였다. 조직균질액을 96 well 플레이

트에 넣고 WST-1 (2-(4-iodophenyl)-3-(4-nitrophenyl)-5-2,4- 

disulfophenyl)-2H-tetrazolium, mono-sodium salt)과 xan-

thine oxidase working solution을 첨가한 후 37℃ 에서 20분간 

배양한 후 Soft Max Pro5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측정

하였다. 

통계  유의성 분석

대조그룹과 실험그룹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일원배치분

산분석(SPSS for windows, Release 10.10, Standard Version,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값은 평균

±SD로 표기하였으며, p<0.05를 유의성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AGM 표면  단면의 미세구조

실험에 사용된 TGM과 AGM의 초미세구조의 차이점을 확

인하기 위하여, 표면 및 단면에 대한 SEM 촬영을 실시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GM과 AGM의 표면과 단면

은 매우 유사하였다. 표면은 매끈한 구조로 특별한 형상이 관

찰되지 않았지만 단면은 가느다란 층상구조가 쌓여있는 형태

를 나타내었다(Fig. 1B).

AGM이 UV조사로 유발된 피부주름 형성에 미치는 향

UV에 의해 유발된 피부주름 형성에 미치는 AGM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

사와 마스크팩 부착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후 주름형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주름형성은 UV를 조사하지 않은 그룹처리군

에 비하여 UV+Vehicle그룹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UV+TGM, UV+AGM, UV+AGMdE그룹에서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유의적인 감소는 UV+AGM 그룹에

서만 관찰되었다(Fig. 2). 이러한 결과는 AGM의 장기간 처리

가 UV에 의해서 유발된 주름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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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pathological structure of skin sam-

ples from hairless mice following topical 

application of AGM and AGMdE and 

analysis of UV-irradiated skin inflamma-

tion in the hairless mice. (A) The dorsal 

skin tissues of hairless mice were fixed 

in 4% formaldehyde and stained with 

H&E solution. Histological alterations on 

the slides were observed at x400 magnifi-

cation. (B) Epidermal thickness at the in-

dicatedtime points in AGM and AGMdE 

treated mice were measured using Leica 

Application Suite as described in materi-

als and methods.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no radiation (No) group, #, 

p<0.05 compared to the UV+ Vehicle- 

treated group.

제시하고 있다.

AGM이 피부 수분량, 홍반량, TEWL, 멜라닌 함유량에 미

치는 향

AGM이 피부 수분량, 홍반량, TEWL, 멜라닌 함유량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사와 마스크팩 부착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후 피부 

수분량, 홍반량, TEWL, 멜라닌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홍반량과 TEWL은 UV+Vehicle그룹에서 증가한 이후 UV+ 

TGM, UV+AGM, UV+AGMdE그룹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홍반량은 모든 처리그룹에서 일정하게 유

의적으로 감소되었지만 TEWL은 UV+TGM과 UV+AGM그룹

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B, Fig. 3C). 한편, 피부 

수분량은 UV+Vehicle그룹에서 감소한 이후 UV+AGM그룹

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UV+TGM과 UV+ 

AGMdE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Fig. 3A). 하지만 멜라닌 

함량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Fig. 3D). 이러

한 결과는 AGM 혹은 AGMdE의 장기간 처리는 UV에 의해서 

유발된 피부 수분량, 홍반량, TEWL의 변화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GM이 UV조사로 유도된 피부조직변화에 미치는 향

AGM이 UV조사에 의해 유발된 표피조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사와 마스크팩 부착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후 피부조직

의 변화를 H&E (Hematoxylin and eosin stain) 염색 후 관찰

하였다. 그 결과, 표피의 두께는 UV+Vehicle그룹에서 증가한 

이후 UV+TGM, UV+AGM, UV+AGMdE그룹에서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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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and tryosinase. The total tissue 

lysates were prepared from the skin tis-

sues of the No, UV+Vehicle, UV+TGM, 

UV+AGM and UV+AGMdE treated 

groups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The intensity of each band was 

determined using an imaging densi-

tometer and the relative level of each 

protei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in-

tensity of b-actin protein as an endoge-

nous control.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

pared to no radiation (No) group, #, 

p<0.05 compared to the UV+Vehicle- 

treated group.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3개 그룹간에 감소는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AGM과 AGMdE

의 장기간 처리는 UV에 의해서 유발된 표피조직의 변화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GM이 MMP-1과 tyrosinase 발 에 미치는 향

AGM의 피부주름 회복효과가 피부조직 내에 MMP-1과 ty-

rosinase의 발현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사와 마스크팩 부착을 반복

적으로 처리한 후 피부조직에서 MMP-1과 tyrosinase의 발현

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MMP-1과 tyrosinase의 발현량은 

UV+Vehicle그룹에서 증가하였지만 UV+TGM, UV+AGM, 

UV+AGMdE그룹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최대감소량은 MMP-1발현에서는 UV+AGMdE

그룹에서, tyrosinase발현은 UV+AGM그룹에서 관찰되었다

(Fig. 5). 이러한 결과는 AGM과 AGMdE의 장기간 처리에 의

한 주름회복은 MMP-1과 tyrosinase의 발현량 조절을 동반함

을 제시하고 있다.

AGM이 UV조사로 유도된 항산화 효소에 미치는 향

AGM에 의한 광노화 억제효과가 피부조직 내에 항산화효

소 활성과 연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사와 마스크팩 부착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피부조직에서 SOD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OD 활성은 UV+Vehicle그룹에서 32% 증가한 이후 

UV+TGM, UV+AGM, UV+AGMdE그룹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OD활성은 3개 처리그

룹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6). 이러한 결과는 AGM

과 AGMdE의 장기간 처리에 의한 광노화의 억제효과는 SOD

활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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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OD activity in the examined group. The SOD activity 

in the skin tissue was detected using a calorimetric assay 

and the reagents in the SOD assay kit. Final SOD activity 

was determined using the dilution ratio at 50% in-

hibition (IC50) from inhibition curve.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replicates. *, p<0.05 compared to 

no radiation (No) group, #, p<0.05 compared to the 

UV+Vehicle-treated group.

Table 1. Alteration of body and organ weights of hairless mice

Category No UV+Vehicle UV+TGM UV+AGM UV+AGMdE

Body weight (g)

Kidney (g)

Liver (g)

Heart (g)

Lung (g)

25.00±1.28

 0.37±0.03

 1.38±0.08

 0.13±0.01

 0.14±0.02

23.58±0.86

 0.37±0.03

 1.31±0.18

 0.13±0.01

 0.14±0.01

24.06±1.47

 0.37±0.03

 1.56±0.32

 0.14±0.04

 0.15±0.02

24.81±1.25

 0.37±0.03

 1.40±0.03

 0.13±0.01

 0.15±0.01

24.44±1.21

 0.38±0.02

 1.37±0.08

 0.13±0.01

 0.16±0.02

Table 2. Alteration of serum parameters of hairless mice

Parameters No UV+Vehicle UV+TGM UV+AGM UV+AGMdE

ALT (U/L)

AST (U/L)

ALP (U/L)

TP (mg/dL)

Bil-T (mg/ dL)

BUN (mg/ dL)

Crea (mg/ dL)

LDH (U/L)

41.86±9.30

105.43±32.93

148.86±26.42

5.92±0.50

Neg

39.11±6.82

0.63±0.08

651.94±161.88

58.25±9.46

140.75±32.86

140.75±32.86

6.95±0.73

Neg

40.925±4.19

0.60

604.35±122.98

50.6±15.58

114.80±44.03

125.32±59.82

6.28±0.76

Neg

35.62±0.06

0.53±0.05

600.24±224.92

68.67±15.49

152.33±51.22

157.33±30.19

5.98±0.56

Neg

36.22±6.39

0.50±0.06

731.65±196.65

61.17±10.65

144.00±32.59

157.33±14.64

6.03±0.27

Neg

32.78±3.82

0.53±0.05

669.32±100.18

AGM의 신장  간독성에 미치는 효과

장기간의 AGM과 AGMdE처리가 독성을 유발하는 확인하

기 위하여 hairless 마우스의 등피부에 4주 동안 UV조사와 마

스크팩 부착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후 체중, 간과 신장의 무게, 

혈청분석, 조직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체중, 간무게, 

신장무게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혈청내

에서 간과 신장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ALT, AST, ALP, 

BUN, Cre, LDH의 농도도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Table 1, 

Table 2). 또한, 간조직에서 염증반응, 세포괴사, 세포자살, 간

섬유화 등 유의적인 병리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장

조직에서도 사구체와 신장세관의 세포괴사와 퇴화와 같은 병

리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7). 이러한 결과는 AGM

과 AGMdE의 장기간 처리는 간과 신장독성을 유발하지 않음

을 제시하고 있다.

고   찰

일반적으로 피부노화는 시간의 경과 등과 같은 내인성 요인

과 UV조사, 흡연 등과 같은 외인성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17, 

25]. 이러한 요인성 요인 중에서 UV조사는 피부노화를 유도하

는 가장 잘 알려진 요인으로 피부에 깊은 주름, 거칠기, 이완, 

색소침적 등을 유도한다[18]. 그러나 UV조사에 의해서 유도된 

피부노화는 다양한 항산화제 혹은 기능성 마스크팩 등으로 

효과적으로 방지된다[2, 9, 23]. 본 연구에서 우리는 한천유래 

하이드로겔형태의 마스크가 UV조사에 의해 유발된 피부노화

를 보호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록 마스크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기 위해 다양한 고분자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한천을 이용한 시도는 없었으며, 본 연구는 한천 하이드로겔

이 효과적으로 UV조사에 의해 유도된 피부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이드로겔은 수소결합이나 물리적 응집 등에 의해 3차원

적 망상구조로 네트워크로 가교된 친수성 고분자로서, 외부로

부터 유기체를 흡수하는 팽윤성이 우수하여 다른 생체물질보

다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의료 및 화장품분야에 적용가능성

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7, 12]. 여러 가지 겔형태의 마스크팩은 

피부개선에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리보플라빈이 함유된 

키토산 마스크팩은 수분보유, 피지, 홍반도, TEWL을 개선하

는 효능을 나타내었고[5], 키토산과 폴리비닐알코올을 이용하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9 983

A

B

Fig. 7. Hepatotoxicity and nephrotoxicity of hairless mice treated with AGM and AGMdE. Liver and kidney tissues of hairless 

mice were stained with H&E and histological structure was viewed at 400× magnification.

여 제조한 마스크팩은 높은 팽윤도와 우수한 밀착력을 나타내

었다[3]. 시트형태, 겔형태, 카복시형태의 마스크팩을 이용한 

피부개선효과의 비교실험에서, 수분보유, 기공, 주름, 피지 등 

개선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색소침작은 겔형태가 다른형

태에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24].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천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피부주름, 수분보유, 홍반도, TEWL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우수하였고 표피두께 감소, MMP-1과 tyrosinase 발현 

감소, 항산화효소 억제 등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인체에 적용되는 의료용장치나 제품은 다양한 임상적 연구

에 사용되고 있다[15, 21]. 이들은 체내의 세포나 조직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비롯한 우수

한 생체적합성을 요구한다[22]. 지금까지 한천의 독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한천이 포함된 사료를 103주 동안 F344랫

드와 B6C3F1마우스에 먹였을 때 생존율이나 조직병리학적 증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19]. 본 연구에서 4주 동안 UV와 한천하

이드로겔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후 간과 신장독성의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있는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며, 피부개선을 위해 장기간 처

리하기 위한 마스크팩의 소재로 한천은 유용성이 매우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한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UV조사에 의해서 유도된 피부노화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4주 동안 hairless 마우스에 반복적으로 

처리하여 피부상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천 마스크팩은 

피부주름, 피부수분보유력, 홍반도, TEWL 등을 향상시켰고, 

표피두께 감소, 항산화효소 억제 등의 효능을 나타내었다. 더

불어 간과 신장에 특이한 독성은 유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한천 마스크팩이 피부개선을 위한 우수한 소재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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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UV조사에 의해 유발된 SKH-1 hairless 마우스의 피부노화에 미치는 한천마스크의 개선효과 

송보람1․김지은1․윤우빈1․이미림1․최 1․박진주1․김동섭2․이충열3․이희섭4․임용5․정민욱6․ 

김배환7․황 연1*

(1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 생명융합연구센터, 2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
과, 3(주)강림오가닉, 4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5동의대학교 의료보건생활대학 임상병리학과, 6(주) 

밀양한천, 7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UV 조사에 의해 유도된 광노화(photoaging)에 대한 한천젤마스크(agar gel mask, AGM)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SKH-1 hairless 마우스의 피부에 4주간의 UV조사와 AGM 및 에센스처리 한천젤마스크(agar gel mask dip-

ped in essence, AGMdE)를 동시에 처리한 후 피부주름, 피부표현형, 피부조직구조, 항산화조건 및 독성 등을 분

석하였다. AGM과 AGMdE의 부착은 주름형성의 억제, 홍반지수의 감소, 피부수분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피 수분

손실(TEWL)을 방지하였다. 또한, 표피두께는 UV+Vehicle 처리군과 비교했을 때, UV+AGM 및 UV+AGMdE 처

리군에서 UV를 조사하지 않은 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MMP-1과 tyrosinase의 발현수준은 

UV+Vehicle 처리군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나 UV+AGM 및 UV+AGMdE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SOD 활성은 UV+Vehicle 처리군에 비하여 UV+AGM 및 UV+AGMdE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

지만, 대부분의 독성화합물 처리에 의해 유도되는 혈청생화학적 지표와 조직학적 특성의 변화는 UV+AGM 및 

UV+AGMdE 처리군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AGM이 피부형태, 조직학적 구조, 산화적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예방하는 마스크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있음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