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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algae Gracilaria vermiculophylla is widespread on seashores worldwide and has been used as 
food in Asian countrie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extracts of Gracilaria red algae have bene-
ficial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nti-senescence ef-
fects of Gracilaria vermiculophylla extracts (GV-Ex) in replicatively senescent human bone marrow mes-
enchymal stem cells (hBM-MSCs). GV-Ex pretreatment improved the cellular viability of hBM-MSCs 
that had been injured by oxidative stress. These effects of GV-Ex were confirmed by MTT assay and 
immunoblot analysis using the apoptotic proteins p53 and cleaved caspase-3. The reactive oxygen spe-
cies (ROS) levels were examined in long-term cultured Passages 17 (P-17) mesenchymal stem cells 
(MSC) and compared to P-7 MSC. The ROS accumulation was greater in the P-17 than in the P-7. 
However, these increased ROS levels in the P-17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reatment with 
GV-Ex, and restoration of the levels of the anti-oxidant enzymes SOD1, SOD2, and CAT was also ob-
served under these conditions. In addition, P-17 hBM-MSC treated with GV-Ex had decreased levels 
of the senescence proteins p53, p21, and p16. The results show that the ability of P-17 hBM-MSC to 
differentiate into osteocytes and adipocytes was improved by GV-Ex treatment, suggesting that GV-Ex 
ameliorates the functional decline of senescent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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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노화는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관(organ)과 조직

(tissue)의 노화(ageing)로 야기되는데, 그 중심 원인에 조직 

항상성(tissue homeostasis)이 있다[18]. 조직의 항상성이란 개

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사멸과 증식의 균형유지를 

의미한다[2]. 이 균형이 깨어질 때 노화와 퇴행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게 되는데,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s)의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7, 11, 21]. 즉, 성체줄기세포는 

각 조직에 필요한 세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줄기

세포의 기능 저하는 기관에 노화된 세포의 축적을 야기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

환으로 줄기세포의 노화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체 줄기세포는 계대배양을 통해 빠르게 노화되어 가는데, 

telomere가 짧아지는 것,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증가, 손상된 세포내 거대 분자들의 축척, 손상된 소기

관들의 축척, 세포내 손상의 축척 등 여러가지 요인이 제시되

었다[1, 4, 13, 17]. 이러한 노화의 원인들 중에 근본적인 요인으

로 ROS의 증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세포는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ROS가 생성되는데 이 ROS는 반응성이 뛰어나 

세포내 분자들, 단백질, 지질, 핵산과 반응하여 손상을 초래한

다[19, 23, 24]. 세포는 이러한 ROS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 

효소인 SOD1, SOD2, CAT가 있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re-

pair system을 가지고 있다[6, 8]. 하지만 세포배양 과정에서 

ROS는 점점 더 축척되어지고 그만큼 손상도 축적되면서 세포

는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생리학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러한 손상은 간혹 세포의 형질전환으로 나타나 세포의 암화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세포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빠르게 노화

를 유도하여 자폭하게 한다[22]. 이상과 같이 ROS의 축척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거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이

러한 이유로 세포내 축척되는 ROS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홍조류인 꼬물꼬시래기(Gracilaria vermiculophylla)는 전 세

계의 해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식량 

자원으로도 이용되어왔다[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Gracil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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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홍조류 추출물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었다[3, 

2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지닌 홍조류에서 항노화 

물질을 추출하기위해 홍조류에 속하는 다양한 해조류를 채집

하여 분석하였고, 꼬물꼬시래기(Gracilaria vermiculophylla)에

서 효과를 관찰하였다. 또 그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노화된 인

간의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hBM-MSCs)를 이용하여 G. 

vermiculophylla 추출물(GV-Ex)의 항노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GV-Ex가 세포내 ROS를 감소시키고, 줄기세포 기

능을 개선함을 관찰하였다. 

재료  방법

Cell culture

인간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hBM-MSCs)는 Cell Engineering for 

Origin (CEFO,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hBM-MSCs는 T-75 flasks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에서 판매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배양하였다. 배

양액은 DMEM (Gibco, Grand Island, NY, USA)에 mesen-

chymal cell growth supplements와 L-glutamine, penicillin, 

streptomycin등을 첨가하여 이용하였고, 95% air와 5% CO2를 

함유하는 37°C 항습배양기에 유지되었다. MSCs는 5일 단위로 

계대 배양하였고, 매 3일마다 배양액을 교체하였다. 모든 실험

은 7 혹은 17번 계대 배양한(P-7, P-17) 세포를 이용하였다.

Preparation of Gracilaria vermiculophylla extract

G. vermiculophylla는 대한민국 부산 바다에서 채집하여

(TC17055; deposited in the Marine Brown Algae Resources 

Bank,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이물질과 염분을 

수돗물로 제거한 후에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이를 분말로 만

들어 80% ethanol (20× volume)에 담궈 7일 동안 추출한 후, 

150 mm 지름의 Qualitative Filter Paper (Hyundai Micro, 

Gyeonggi-do, Korea)로 필터 하였다. Rotary Evaporator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여 -70°C에 

하루 동안 저장하였다. 최종 건조된 추출 물질은 freeze dryer 

(Ilshin Lab. Co. Ltd., Gyeonggi-do, Korea)로 3일 동안 동결건

조하여 얻었다. 실험을 위해 동결 건조된 20 mg 시료를 1 ml의 

DMSO/에탄올(GV-crude; GV-Cr), 증류수(GV-H2O; GV- H), 

아세톤(GV-acetone; GV-Ac)를 이용하여 녹여 이용하였다. 

MTT assay

MSCs에서 GV-Ex에의한 보호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Sigma-Aldrich)를 수행하였다. 먼저, hBM-MSCs를 96- 

well plates에 8×103 cells/well로 접종하여 하루 동안 배양하

였다. 1 μg/ml GV-Ex 24시간 처리한 후에, 0-3 mM H2O2를 

1시간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였

다. 

Detection of intracellular ROS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세포내의 ROS량을 

분석하였다. 24-well plates에 4×104 cells/well와 96-well 

plates에 8×103 cells/well의 MSCs를 접종하여 하루 동안 안정

화 하였다. 1 μg/ml GV-Ex로 24시간 전 처리한 후에 20 μM 

DCFH-DA를 첨가하여 37°C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Phos-

phate-buffered saline (PBS)로 두 번 세척한 후, 1 mM hydro-

gen peroxide (H2O2)를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PBS 세척 후, 

세포는 4% paraformaldehyde (PFA)로 10분간 고정하여, 4‘,6- 

diamidino-2-phenylindole (DAPI)를 포함하는 mounting sol-

ution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으로 마운팅하였

다. Fluorescence microscopy (Nikon Eclipse 80Ti microscope; 

Nikon, Tokyo, Japan)로 관찰하였고, ELISA 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정량 하였다. 세

포 사진은 DS-Rl1 digital camera (Nikon)를 이용하여 촬영하

였다. 

Immunoblot analysis

처리된 세포는 400 μl RIPA buffer (2 mM phenylmethyl-

sulfonyl fluoride와 1 mM sodium orthovanada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포함;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X, USA)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16 000× g 20분간 원심 분리

하였다. 전체 단백질(50 μg)은 10% sodium dodecyl sul-

fate-polyacrylamide gel로 전기영동하여 분리하였고, poly-

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s (AGFA, Mortsel, 

Belgium)에 blot하였다. 5% skim milk로 1시간 blocking, 1차 

항체를 첨가하여 4℃에서 16시간, 세척 후에 2차 항체를 첨가

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하였다. Amersham ECL reagents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식별하였다. 1차 항체로는 SOD1 혹은 CAT, p53, p21, 

p16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1:500 

dilution), SOD2 (Abcam, Cambridge, UK; 1:5000 dilution), 

cleaved caspase-3 (Merck Millipore, Darmstadt, Germany; 

1:500 dilution), 그리고 β-actin (Sigma-Aldrich; 1:5,000 dilu-

tion)을 이용하였고, 2차 항체는 1차 항체와 조화되는 horse-

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West Grove, PA, USA)를 이

용하였다. 

Osteocyte and adipocyte differentiation 

처리된 MSCs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뼈세포

(osteocytes)와 지방세포(adipocytes)로 분화 유도되었다[9, 



1044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9

A

B

Fig. 1. Protective effects of G. vermiculophylla extracts against oxi-

dative stress in hBM-MSCs. (A) hBM-MSCs were treated 

with 1 μg/ml GV-Cr, GV-H, or GV–Ac for 24 hr, then 

treated with 0.5, 1, 2, or 3 mM H2O2 for 1 hr. The cell 

viabilities were determined using an MTT assay. The 

graph shows the viability of cells under each treatment 

condition as a percentage of the viability of untreated 

cells (Con; Control), and * indicates a p-value of less than 

0.01 in a paired t-test against the control hBM-MSCs (no 

GV extract; mean ± SD, n=4) from the same H2O2 treat-

ment con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tective effects 

were observed when GV-Cr or GV-Ac treatment pre-

ceded treatment with 1 mM H2O2. (B) hBM-MSCs were 

incubated with 1 μg/ml GV-Cr or GV-Ac, and then treat-

ed with 1 mM H2O2 for 1 hr. Total protein extracts from 

the cells were then analyzed by Western blot with anti-

bodies against the apoptotic proteins p53 and cleaved 

caspase-3. A β-actin antibody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Vehicle indicates a mixture of equal parts DMSO 

and ethanol.

20]. 뼈세포로 분화는, hBM-MSCs를 osteogenic medium에서 

14일 동안 배양하여 분화하였다. 분화배양액은 DMEM (Gibco)

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ogan, Utah, USA)

와 100 nM dexamethasone (Cayman Chemical, Ann Arbor, 

Michigan, USA), 100 μM L-ascorbic acid (Sigma-Aldrich), 10 

mM β-glycerophosphate (Sigma-Aldrich)를 혼합하여 제작하

였고, 매 3일마다 새 배양액으로 교환하였다. 분화된 세포는 

alizarin red S 염색을 통해 식별하였다. 

지방세포로 분화를 위해, MSCs는 24-well plates에서 adi-

pogenic medium에서 14일간 분화 유도하였다. 분화 배양액

은 DMEM에 10% FBS와 500 μM 3-isobutyl-1-methylxanthine 

(Cayman Chemical), 1 μM dexamethasone, 100 μM indome-

thacin (Cayman Chemical), 10 μg/ml insulin (Tocris Biosci-

ence, Bristol, UK) 등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분화된 세포는 

oil red O staining solution (200 ml of 100% isopropanol에 

0.7 g oil red O powder)로 염색하여 식별하였다. 모든 염색한 

세포의 관찰은 Nikon Eclipse TS100 microscope를 이용하였

고, Canon i-Solution IMTcam3 digital camera (Can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Statistical analysis

실험결과는 4번 이상 반복하여 평균을 내어 ± S.D. (stan-

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고, paired t-test법으로 통계 처리

하였다. p<0.01 일 때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과  고찰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을 이용한 MSC의 보호 효과

Gracilaria 속의 홍조류에는 polyhenols계의 몇몇 생리활성 

천연 물질이 분리되었지만[3, 10, 25], 같은 속에 속하는 G. ver-

miculophylla에서는 항산화물질이 분리되지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G. vermiculophylla에 항산화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검출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먼저, DMSO/에탄올(GV-Cr), 

물(GV-H), 아세톤(GV-Ac) 등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 물질이 

함유하는 다양한 화합물질을 추출하였다. 배양한 hBM-MSC

에 GV-Cr, GV-H 또는 GV-Ac를 각각 1 μg/ml로 24시간 처리 

한 후, 0~3 mM H2O2를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 독성은 

H2O2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1 μg/ml GV-Cr 또는 

GV-Ac로 전처리 한 세포에서 보호효과가 관찰되었다(Fig. 

1A). GV-H로 처리 한 결과 보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해당 화합 물질이 수용성 용매에는 추출되지 않고, 유기 용매

에 용해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보호효과를 분자적 수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hBM-MSCs에 1 μg/ml GV-Cr 또는 GV-Ac를 

각각 전 처리한 후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인 p53과 cleaved cas-

pase-3에 대한 immunoblot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53과 

cleaved caspase-3의 수준이 감소되었다(Fig. 1B). 이 결과는 

GV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GV-Ex에 의한 노화 기세포에 ROS의 완화

줄기세포는 배양접시에서 여러 번 계대배양하면 점진적으

로 노화가 일어난다. 여러가지 노화관련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포 내에 내재하는 ROS가 증가와 항산화 

효소의 활성 감소이다[5, 12, 16].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ROS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를 지연하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MSCs를 장기간 배양(passage 17; 

P-17)하여 짧게 배양한(P-7)과 비교하였다. P-17에서 ROS는 

증가되었고 GV-Cr와 GV-Ac를 처리하면 의미있게 감소됨을 

형광현미경(Fig. 2A)과 형광분광기(ELISA; Fig. 2B)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GV-Ex는 노화된 세포에서 ROS를 

감소하여 항산화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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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tion of iROS by GV-Ex in replicative senescence 

hBM-MSCs. (A) Intracellular ROS levels were visualiz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following DCFH-Da treat-

ment in hBM-MSCs at P-7, or under various pre-treat-

ment conditions at P-17. (B) Fluorescence intensities 

were quantified using an ELISA plate reader. The graph 

shows the relative DCF fluorescence compared to ve-

hicle treatment, and an * indicates a p-value of less than 

0.01 in a paired t-test against the vehicle treated cells 

(mean ± SD, n=4). 

A B

Fig. 3. Restoration of antioxidant enzymes and senescent proteins by GV-Ex in replicative senescence hBM-MSCs. (A) Total soluble-ly-

sates from P-7, P-17, and GV-extract treated P-17 hBM-MSCs were examined by immunoblot for SOD1, SOD2, and CAT 

protein levels.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B) The levels of senescence proteins such as p53, p21, and p16 were 

examined by immunoblot analysis. β-actin is used as a loading control. Vehicle indicates a mixture of equal parts DMSO 

and ethanol.

Fig. 4. GV-Ex restores differentiation potential in replicative sen-

escence hBM-MSCs. (A) hBM-MSCs (P-7, P-17, and GV- 

extract treated P-17) were induced to differentiate into 

osteocytes (upper panels) or adipocytes (lower panels). 

Differentiation capacities were measured by staining with 

alizarin red S (osteocytes) and oil red O (adipocytes). 

GV-Ex에 의한 항산화 효소  노화 단백질의 회복

줄기세포의 장기간 배양은 ROS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세포

는 점진적으로 노화되어 항산화 효소의 감소를 수반한다[5, 

12, 16]. GV 추출물은 과잉의 ROS 생성을 제어되는데, 이것이 

hBM-MSC에서 항산화 효소(SOD1, SOD2 및 CAT)의 발현을 

회복에 따른 결과인지 실험하였다. MSC(P-17)에서 SOD1와 

SOD2, CAT의 발현이 감소되었고, GV 추출물 처리하였을 때 

발현이 개선됨을 관찰하였다(Fig. 3A). 노화 단백질인 p53와 

p21, p16 역시 P-17에서 증가되었고, GV-Cr 또는 GV-Ac 처리

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소됨을 관찰하였다(Fig. 3B). 이러한 결

과는 GV 추출물이 장기간 배양을 통해 노화된 hBM-MSC에서 

축적된 ROS 수준을 완화하여 세포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GV-EX의 기세포의 분화능력을 개선 

건강한 BM-MSC는 골 세포와 지방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

에 따라 정의된다[20]. 이 분화 능력은 종종 MSC의 기능적 

활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5, 14]. 본 연구에서는, 

GV 추출물이 노화된 hBM-MSC에서 ROS 수준을 감소시키고 

줄기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가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의 개선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P-17 줄기세포에서 급격한 분화능력 감소가 관찰

되었고, GV 추출물을 처리 한 P-17는 처리하지 않은 세포보다 

더 효과적으로 골 세포 또는 지방 세포로 분화하였다(Fig. 4). 

이러한 결과는 노화 된 hBM-MSC (P-17)의 분화능력 감소가 

GV 추출물 처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반전되거나 방지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hBM-MSC를 이용하여 홍조류 G. vermic-

ulophylla 추출물에 대한 노화 방지 효과를 조사하였다. GV 

추출물을 처리하면 노화된 줄기세포에 과잉으로 축적된 ROS 

수준을 조절하였는데, 이는 항산화 효소인 SOD1, SOD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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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의 발현을 증가 시켜 성취된다. 그 결과로 세포의 노화 

단백질 p53, p21 및 p16의 수준을 감소 시키고, 한편으로는 

분화능력을 회복시킴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GV 추출물질

은 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며, 줄기세포 치료시에 이를 병

용하여 이용한다면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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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홍조류인 Gracilaria vermiculophylla 추출물에 의한 노화 골수유래 간엽 기세포의 항노화 

 분화능력 개선 효과

정신구1,2․조태오1․조 원1,2*

(1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조선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과, BK21-플러스 생리활성제어 연구팀, 3조선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홍조류인 꼬물꼬시래기(Gracilaria vermiculophylla)는 전 세계의 해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식량 자원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Gracilaria 속 홍조류 추출물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된 인간의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hBM-MSCs)를 이용하여 Gracilaria vermic-

ulophylla 추출물(GV-Ex)의 항노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MTT 분석와 immunoblot 분석(apoptotic protein p53과 

cleaved caspase-3)을 이용하여, GV-Ex 전처리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hBM-MSCs의 세포생존력을 향

상시킴을 확인하였다. 또, 세포내 생성된 ROS는 장기간 배양 된 MSCs (Passages 17; P-17)와 P-7 MSC에서 측정하

여 서로 비교하였는데, P-17 MSC에서 증가되었고, GV-Ex 처리하면(GV-Ex treated P-17 MSCs)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또한, 항산화 효소인 SOD1와 SOD2, CAT의 발현 역시 GV-Ex 처리함에 따라 복원됨을 관찰하였다. 노화 

표지단백질인 p53와 p21, p16 등의 발현 또한 GV-Ex를 처리한 P-17 MSC에서 감소되었다. 줄기세포의 골세포

(osteocytes) 혹은 지방세포(adipocytes)로 분화하는 능력 역시 GV-Ex를 처리한 P-17 MSCs에서 개선되었다. 이상

과 같은 결과를 통해, GV 추출물은 노화된 줄기세포의 기능을 개선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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