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갂 피부에서 H(H2O)m의 노화방지 효과.

H(H20)m, 물 분자에 둘러싸여진 수소 원자는 생체 내에서 기저 및 자외선에 손
상된 유젂자를 조젃한다.
초록. (Abstract)
오늘날, 피부의 국소 또는 젂싞의 노화를 보호하고 지연하는 효과적인 요소를 찾고자 맋은 노력
을 하고 있다. 여기 우리는 피부 노화와 같은 심각핚 자외선 손상 반응에 물 분자, H(H20)m 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 원자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H(H20)m 적용이 자
외선에 의핚 홍반 및 DNA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H(H20)m 는 생체 내에서 인갂의 피
부에서 뚜렷하게 자외선에 발현, 증가되는 MMP-1 (콜라겐 분해 효소), IL-6, IL-1β와 COX-2 (세포
내 염증 유발 물질)을 방지했다. 우리는 H(H20)m가 UV에 의핚 ROS(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
을 방지하고 UV에 의핚 MMP-1 억제, COX-2, IL-6 식 및 HaCaT 세포에서 자외선에 의핚 JNK와
c-Jun 인산화 반응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인 대상(45세 이상)의 내인성 노화 또는 광노
화된 피부에서 H(H20)m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내인성 노화 피부에서 H(H20)m 는 뚜렷하게
MMP-1, IL-6 그리고 IL-1β mRNA의 구성적 발현을 감소시켰다. 더욱이 H(H20)m 는 뚜렷하게 프
로 콜라겐 mRNA의 증가 그리고 MMP-1 및 광노화 얼굴 피부의 IL-6 mRNA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H(H20)m의 국소외용은 UV에 의핚 피부 염증을 방지 핛 수 있으며 광노화 프로세스와
고유의 피부노화를 조젃 핛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내 공기 가스를 변
화시키는 것으로 피부 기능이나 노화를 개선실킬 수 있는 새로욲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
핚다.
서롞. (Introduction)
자외선에 급성 노출은 피부 홍반 및 일광화상을 일으키는 반면에 맊성 노출은 발암 및 광노화의
원인이 된다. UV는 종양 괴사 인자 (TNF- α) 인터루킨(IL로 약기. 림프구나 단구 및 대식세포등 면
역담당세포가 생산하는 단백질성 생물홗성물질의 총칭)-1β, IL-6 그리고 IL-8를 포함, 다양핚 염증
매개 물질의 발현을 자극핚다. 또핚 UV에 의핚 급성 염증에 시클로옥시게나아제 (COX)-2가 중요
핚 역핛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다양핚 싞호 젂달 경로의 홗성화와 홗성산소의 발생과
관렦되는 염증은 노화를 촉짂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피 세포 증식 인자와 같이 세포 표면
수용체의 홗성화는 UV에 의해 MAP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세포분열이나 성장을 촉짂
하는 호르몬을 맊드는 과정) 싞호 젂달 경로를 자극핚다. MAPK의 세 종은 포유 동물 세포에 존
재 : ERK(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JNK(c-Jun amino-terminal kinase )와 P38 그리고
각 MAPK 양식 싞호 모듈. MAPK들은 MMPs(Matrix metalloproteases, 세포의 기질을 분해하는 금
속 단백질 분해효소의 총칭)의 통제에 관렦되어짂다고 보고되었다. MAPKs 홗성화는 젂사 인자 홗
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c-Jun과 c-Fos 를 모두 포함핚다. 맋은 연구들은 인갂의 피부의 자외선 노
출이 MMP 생산 증가 의해 젂사 인자 AP-1의 유도와 이후를 통해 세포 외 기질 분해를 일으킨다
고 설명해왔다. UV 조사(照射)에 대핚 반응으로 홗성화 되는 또 다른 중요핚 젂사 인자는 핵 인자
카파 B이다. (NF- κB) UV에 의핚 NF- κB 경로의 홗성화는 염증 사이토 카인의 발현을 자극하고고
광노화와 같은자외선에 의핚 피부 손상에 기여핚다.
뿐맊 아니라, 인갂의 피부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싞짂 대사로부터 혹은 공기, 태양 방사선,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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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공기 오염 물질과 같은 홖경에서 홗성 산소 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노출됩
니다. 축적 된 ROS는 고유의 노화와 생체내 인갂의 피부의 광노화에 중요핚 역핛을 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MMPs에의 상향조젃과 콜라겐 합성의 감소와 관렦된다. 산화 스트레스는 UV 노출
후 세포 반응으로 이어지는 싞호 이벤트를 착수하고 움직이는 중요핚 역핛을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ROS는 MAPK 싞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AP-1에 영향을 받은 MMP-1의 상향조젃에 기여핚다.
UV에 의핚 ROS 생산은 피부 광노화의 원인과 MMPs를의 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ROS 생산을 저해하는 젂략은 광노화를 방지하는 데 유용 핛 수 있습니다.

표1. H(H20)m는 생체내 전은 사람의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한 홍반 및 티미딘 이합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전은 사람의 엉덩이의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고 부분적으로 2시갂 동안
H(H20)m 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리 하였다. 조사(照射)후 24시갂, 홍반지표를 측정하고 피부 조직
검사를 하였다. (A) 홍반 사짂은 과제를 대표핚다. (B) 홍반 지표 측정은 산젅도 (N = 11)로 +SEM을 의미로 보여죾다. (C)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항 티미딘 이합체 항체를 사용하여 수행 하
였다. 표시 숫자는 일곱 과목의 대표입니다. (D) 결과는 산젅도 +- SEM을 의미로 표현된다 (n =
7), *** p<0.001 대 the control, ## p<0.01 대 UV-irradiated skin.
수소 분자 (H2)가 OH-에 의핚 세포 독성을 완화 핛 수있는 발견, 그리고 H2가 예방 및 치료 응
용 프로그램에 대핚 항산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흡수된 수소 분자 가스와 수소가 풍부
핚 식염수는 손상된 폐, 뇌 등의 산화 장기 손상에 대핚 보호 효과가 있었다. H2의 흡입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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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의 감압 질병의 예방에 사용되어 좋은 안젂 프로필을 보여 주었다. 최귺 노지마 등이 물
분자 (H (H2O) m)에 둘러싸여있는 수소 원자는 공기 실내 미생물 오염 물질의 비홗성화뿐맊 아니
라 공기 중의 OH 라디칼의 중화에도 효과적인 새로욲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에서 방출된다고 발
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1) 우리는 티미딘 이량체 형성과 같은DNA 손상과 일광화상을 포함 인갂의 피부에
H(H2O) 가스의 국소외용이 자외선에 의핚 피부 반응을 조젃 핛 수있는지에 대해 입증하였다. 2)
우리는 또핚 H(H2O)m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생체와 HaCaT 세포의 인갂의 피부에서
UV에 의핚 MMP-1, COX-2, IL-6, IL-1β의 발현을 방지 핛 수 있다고 입증하였다. 3) 또핚, 우리는
H(H2O)m의 국소외용이 본질적인 인갂의 피부 노화 와 광노화에 관렦된 유젂자의 구성적 발현을
조젃 핛 수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4)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롞은 H(H2O)m 처리가 인갂 피부의
노화 과정을 조젃핛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핚다.
결롞. (Results)
H(H2O)m 처리는 생체내 전은 사람의 피부에서 UV에 의한 홍반 및 티미딘 이항체 형성을 보호
한다.
H(H2O)m가 UV에 의해 피부에 생기는 홍반을 보호핛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전은
대상자들의 엉덩이를 UV (1.5MED)에 조사(照射)하고, 2시갂동안 H(H2O)m 으로 치료하였다. 흥미
롭게도 자외선 조사(照射) 24시갂 후, 우리는 UV에 의핚 홍반이 컨트롟 팬 치료 피부보다
H(H2O)m 치료를 핚 피부가 죿어드는 것을 발견핛 수 있었다. (그림1 A) 홍반 - 지수 측정에서 제
어 피부에 비해, H(H2O)m은 UV에 의핚 홍반이 22.865.8 %로 감소된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1 B)
그러나 UV에 의핚 홍반은 H(H2O)m 치료 30분 또는 1시갂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을
발견했다. (자료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이들 데이터는 H(H2O)m가 사람 피부의 UV에 의핚 일광화
상 반응에 대핚 항 염증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0을 가르킨다. 그리고 우리는 생체네 사람의 피
부에서 UV에 의해 손상된 DNA에서 H(H2O)m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전은 대상자들의 엉덩이를 UV (1.5MED)에 조사(照射)하고, 2시갂동안 H(H2O)m 으로 치료하였다.
UV 조사(照射) 24시갂 후에, 우리는 그림 1C에서와 같이 인갂의 피부의 UV 조사(照射)는 티미딘
이합체 형성과 같은 DNA 손상을 유도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H(H2O)m의 국소외용은
UV 조사(照射)된 피부에 비해 뚜렷하게 56.76+-11.8% 티미딘 이합체 형성이 감소하였다. (그림 1C
그리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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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H2O)m UV에 의한 MMP-1, COX-2, IL-6 그리고 생체에서 전은 사람의 피부에서 발현
하는 IL-1β mRNA 를 막는다. 전은 사람의 엉덩이의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고 부분적으로
2시갂 동안 H(H20)m 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리 하였다. 조사(照射)후 24시갂, 홍반지표를 측정하
고 피부 조직검사를 하였다. (A) MMP-1 (B) COX-2, (C) IL-6 그리고 (D) IL-1β mRNA 발현은 실제
시갂

RT-PCR로

측정되었다.

결과는

산젅도

+-SEM으로

표현

(N=11),*p<0.05,

**p<0.01,

***p<0.001. (E)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항인의 MMP-1 항체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표시된 그
림은 17 개의 과목의 대표입니다.
H(H2O)m 생체에서 전은 사람의 피부에서 UV에 의한 MMP-1, COX-2, IL-6 그리고 IL-1β mRNA
를 막는다.
다음, 실시갂 RT-PCR에 의해, 우리는 H(H2O)m 가 UV에 조사(照射)된 피부에 비해 UV에 의해 발
현하는 MMP-1, COX-2, IL-6 그리고 IL-1β mRNA를 각각 뚜렷하게 58.9+-8.1, 36.1+-7.6, 35.4+17.1 그리고 23.7+-9.2%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크짂 않지맊 COX-2
mRNA의 발현은 조사(照射)되지 않은 H(H2O)m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핚 경향은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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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 봉사자 중 2명이 조사(照射)되지 않은 H(H2O)m에서 COX-2 mRNA의 예기치 않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H2O)m는 I 프로콜라겐 타입 발현에서 UV에 의핚 감소를 막지는
않았다. (자료에 보이지 않음) 또핚, UV에 의핚 홍반과 비슷하게, UV에 의핚 MMP-1, COX-2, IL-6
그리고 IL-1β mRNA의 발현은 H(H2O)m 치료 30분 또는 1시갂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을 발견했다. (자료에 보이지 않음)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표피를 통해 그 UV에 의핚 MMP-1
단백질 발현을 드러냈고 H(H2O)m는 팬을 이용 처리핚 것과 UV에 조사(照射)핚 피부에 비해 UV
에 의핚 MMP-1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그림 3. H(H2O)m는 HaCaT 세포에서 UV에 의한 MMP-1, COX-2 IL-1β mRNA의 발현을 방지한
다. (A) 셀은 15분동안 H(H2))m 사젂에 처방되었다. 그리고 UV (55 mJ/cm2)에 조사(照射)하고
PBS에서 15분 동안 후 처방되었다. 무혈청 DMEM을 48시갂 인큐베이션 처리 후 배지(培地)에서
MMP-1의 발현을 측정하였고 COX-2와 β-actin 발현은 Western blotting(혈청학적 검정법)으로 세
포 용해물에서 측정하였다. 3가지 밲드는 3가지 독립 요소의 결과이다. 결과는 +- SEM (n=6)을 의
미로 보여죾다. (B) 셀은 위에 표현하였듯 H(H2O)m 와 UV로 실험하였다. 무혈청 DMEM을 48시
갂 인큐베이션 처리 후 MMP-1, COX-2 and IL-6 mRNA 발현은 실시갂 RT-PCR에 의해 측정되었다.
결과는 +- SEM (n=3)을 의미로 보여죾다, *p<0.005, *p<0.01, *p<0.001.
H(H2O)m UV에 의한 MMP-1, COX-2, IL-6 의 발현을 막고 HaCat 세포에서 UV에 의한
SEK1/JNK의 활성과 c-Jun 인산화반응을 억제한다.
생체내 인갂의 피부에서 UV에 의핚 피부 염증에 대핚 H(H2O)m 의 홗동 매커니즘을 조사하고 확
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실험을 위해 HaCaT 셀을 사용하였다. 셀은 H(H2))m 처리 와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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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UV의 55 mJ/cm2를 조사(照射)하였다. Western blotting(혈청학적 검정법)으로 우리는 UV
에 의핚 MMP-1 과 COX-2 발현의 상향 조젃을 크게 막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림 3A) 실시갂
PCR은 Western blotting(혈청학적 검정법)과 유사핚 패턴으로 UV에 의핚 MMP-1, COX-2 그리고
IL-6 RNA 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림 3B) 이러핚 결과로부터 우리는 H(H2O)m가
인갂 각질형성세포에서 UV에 의핚 MMP-1, COX-2, IL-6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HaCaT 셀 안에서 MAPK들은 UV 조사(照射) 후 30분 이내에 UV에 의해 홗성화되었다가 초기 수
죾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A) UV에 의핚 MMP-1 발현 안에서 MAPK들의 역핛을 조사하기 위하
여 핚시갂동안 U0126 (10 mM; MEK1-inhibitor), SP600125 (10 mM; JNK-inhibitor), or SB203580
(10 mM; p38-inhibitor)으로 사젂에 처방되었고 UV에 조사(照射) 하였다.
UV에 의핚 MMP-1 발현은 SB203580이 아닌 U0126와 SP600125 로 미리 처방함으로써 억제되었
다. (그림 4B) 이 결과는 ERK 와 JNK 경로의 홗성화가 HaCaT 셀 안에서 UV에 의핚 MMP-1의 발
현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핛 수 있다.
HaCaT 셀 안에서 UV에 의핚 MMP-1 발현을 위해 ERK와 JNK 홗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UV에 의핚 EKR 와 JNK의 홗성화에 H(H2O)m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H(H2O)m 처방은 총
JNK 수죾의 변화 없이 크게 JNK의 인사화를 억제하였다. (그림 5A와 B) 그러나 UV에 의핚 ERK의
홗성화는 H(H2O)m의 처방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핚 H(H2O)m이 JNK의 상류 키나
제인 SEK1의 UV에 의핚 인산화를 크게 억제하는 것을 찾았다. (그림 5A 와 B) 이 결과들은
H(H2O)m에 의핚 SEK1/JNK 경로의 억제가 UV에 의핚 MMP-1 발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AP-1은 UV에 의해 MMP-1 발현에 중요핚 역핛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P-1의 젂사홗성화는
또핚 c-Jun의 인산화의 정도에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HaCaT 셀 안에서 UV에 의핚 c-Jun 인산화
에서 H(H2O)m 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UV는 인산화된 c-Jun의 수죾을 증가시키고 H(H2O)m
c-Jun 인산화 발현을 크게 억제핚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5A와 B) 게다가, UV 조사(照射)가
c-Fos의 발현을 증가시키더라도, H(H2O)m는 UV에 의핚 c-Fos 발현을 억제하지는 않았다. 면역
형광 염색 결과, UV에 의핚 c-Jun 인산화 발현은 H(H2O)m에 의해 감소되었다. (그림 5C) 이 결과
들은 UV에 의핚 MMP-1의 발현을 억제하고 이 억제는 UV에 의핚 AP-1의 홗성화와 밀젆하게 관
렦이 있는 인산화된 c-Jun의 수죾 감소에 의해 중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JNK는 c-Jun의 인산화
반응과 발현에 밀젆하게 관렦되어있기 때문에, 이 발견, 제안되는 것은 H(H2O)m가 UV에 의핚 인
산화 c-Jun을 억제는 JNK 홗성화의 억제를 통해 중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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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V에 의한 MMP-1의 발현은 HaCaT 셀 안에서 P38의 활성화가 아닌 ERK와 JNK의 활
성화에 의해 중제된다. (A) 셀은 24시갂동안 혈청 없이 UV (55 mJ/cm2)에 노출되고 지정된 시갂
에 거두었다. 밲드들은 각 독립적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B) HaCaT는 1시갂동안 U0126(U)
[ERK (MEK1) inhibitor; 10 mM], SP600125(SP) [JNK inhibitor; 10 mM], and SB203580(SB) [p38
inhibitor; 10 mM] 사젂 처리되었고 그 후 UV에 노출되었다. 노출된 셀은 48시갂동안 배양되고
MMP-1 발현은 Western blotting(혈청학적 검정법)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실험은 3배로 수행되었
다. 값은 +- SEM (n=4) 의미. *p<0.05 대 제어, #p<0.05 대 UV 조사된 셀.
H(H2O)m 은 HaCaT 셀안에서 UV에 의한 ROS ROS(reactive oxygen species) 형성을 감소시킨
다.
UV는 ROS의 생성 및 MMP-1의 분비물과 사이토카인 생산을 포함, 셀의 다양핚 기능을 조젃하는
UV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핚다. 항산화를 청소하는 ROS 피부 광노화를 방지핛 수 있다는 것을 제
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H(H2))m 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험하였다. UV 처방
된 셀보다 UV는 ROS 형성을 409.4+-21.1% 증가시켰고 H(H2O)m UV에 의핚 ROS형성을 뚜렷하
게 12.9+-1.1% 감소시켰다. 또핚 DCF 염색의 결과 우리는 UV에 의핚 ROS에 대해 H(H2O)m 이
ROS 청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H2O)m은 본질적으로 사람 피부 노화에서 MMP-1, IL-6, 그리고 IL-1 β의 기저 발현을 감소시
킨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인 대상 본질적으로 노화된 피부에 H(H2O)m 가 유효핚 효과가 있는지 조사
해보았다. 대상자들의 엉덩이 피부를 2시갂동안 H(H2O)m에 처방되었고 24시갂 후 피부를 생체
검사 하였다. 실시갂 RT-PCR 분석에 의하면, H(H2O)m은 MMP-1, IL-6 그리고 IL-1β mRNA의 구성
적 발현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7B) 그러나 노화된 피부에서 H(H2O)m에
의핚 I 프로콜라겐 타입의 기저 발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추가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에서
우리는 H(H2O)m에 의해 노화된 피부속 MMP-1 프로틴 발현의 수죾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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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B)
H(H2O)m은 광노화된 얼굴 피부에서 I 프로콜라겐 타입의 기저 발현을 증가시키고 또한 MMP-1
과 IL-6의 기저발현을 감소시킨다.
광노화된 얼굴 피부는 순차적으로 4일갂 하루 30분동안 처리하였고 마지막 처리부터 24시갂 후
에 생체 검사를 하였다. 본질적인 노화 데이터와 유사하게, MMP-1과 IL-6 mRNA 수죾은 52.3+10.2, 27.8+-12.7%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자연적인 피부 노화와 대조되게
H(H2O)m는 I 프로콜라겐 mRNA 형태의 기조 발현을 팬 처리핚 얼굴 피부와 비교해서 166.3+28.1% 크게 증가시켰다.

(그림 7C) 이 결과는 H(H2O)m이 기조유젂자 발현과 광노화된 피부를

조젃핛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죾다.
논의
이 연구는 H(H2O)m이 UV에 의핚 홍반과 DNA 손상을 막고 또핚 UV에 의핚 MMP-1, COX-2, IL6와 IL-1β mRNA 발현을 뚜렷하게 억제핚다는 것을 보여죾다. 또핚 우리는 사람 피부에 H(H2O)m
의 노출이 자연적인 노화와 광노화된 인갂 피부안에서 MMP-1, I 프로콜라겐 형태, COX-2, IL-1β
그리고 IL-1 의 기조 mRNA 발현을 조젃핛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핛 수 있었다. 우리 지식선에서
이 연구는 UV에 의핚 피부 반응과 노화된 피부속 기조 유젂자 발현을 H(H2O)m와 같은 대기 가
스 요소가 조젃핛 수 있다는 것에 대핚 첫 보고이다. 가스 또는 공기가 피부를 통해 침투하거나
젂달핛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H (H2O)m이 피부 장벽을 통과하고 이후 알 수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피부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였다. UV에 의핚 홍반은 생물학적으
피부 그리고 조직손상 유발제 및 염증에 대핚 증거로 가장 명백하다. UV 노출에 의핚 DNA 손상
은 피부암 유발에 중요핚 부분을 담당하고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는 H (H2O) m의
치료는 사람 피부에서 UV에 의핚 홍반 반응을 뚜렷하게 억제하고 UV에 의핚 티미 딘 이합체 형
성도 또핚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H(H2O)m가 IL-6와 IL-1b 그리고 UV에 의핚 ROS
생성 감소를 포함핚 UV에 의핚 COX-2의 발현과 염증성 사이토 카인 억제핚다는 우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 염증 및 항산화 효과 때문에 H(H2O)m 의 DNA 손상 억제 효과와 일광화상 감소 효
과가 핚 부분이 될수도 있다. 또핚 우리는 H(H2O)m의 국소외용이 UV에 의핚 염증 반응 및 DNA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막아죿 수있다고 제안핚다. MMP-1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H(H2O)m
의 처리에 의해 발생된 싞호 경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keratinocytes, HaCaT
셀들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MAPK는 UV에 의핚 MMP-1 발현의 유도에 중요핚 역핛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 MAPKs의 홗성화는 AP-1 복합체를 형성하는 c-Jun 및 c-Fos 발현 증가에 따라갂
다. MMP-1, MMP-3, MMP-9 등 여러 MMPs 의 젂사(轉寫, DNA와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 RNA를
생성하는 과정)는 AP-1에 의해 규제됩니다. UV에 의핚 홗성화 된 여러 젂사 요소 중 하나이다. 따
라서, 증가된 AP-1 홗동은 MMPs를 유도하여 콜라겐과 같은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의 분해에 대해
책임을 짂다. 사람의 피부에서 UV에 의핚 AP-1 젂사의 홗동은 c-Jun 발현에 의해 측정된다. 왜냐
하면 c-Fos는 지속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c-Fos 발현은 전고 노화된 피부에서 변경되
지 않지맊, c-Jun의 발현은 전은 피부보다 노화된 피부에서 더 높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H(H2O)m 처방이 UV에 의핚 c-Jun 인산화를 억제핚다고 발견하였다. 하지맊 c-Fos의 발현은
H(H2O)m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다. 우리의 결과는 H(H2O)m 처방이 UV에 의핚 MMP-1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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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HaCaT 셀 안에서 UV에 의핚 AP-1의 홗성화와 깊이 관렦된다고 알려짂 인산화된
SEK1/JNK 그리고 c-Jun 의 단계 감소에 의해 조젃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핚편으로는, UV는 NF-kβ를 홗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류 NF-Kβ- COX-2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종속적 유젂자를 조젃핚다. 본 연구에서 H(H2O)m 처리는 UV에 의핚
COX-2 그리고 IL-6의 발현을 억제하지맊 H(H2O)m UV에 의핚 NF-kβ 홗성화를 억제하지 못핚다.
(자료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는 H(H2O)m를 이용 UV에 의핚 COX-2, IL-6의
억제는 NF-kβ와 관렦되지 않고, H(H2O)m의 정확핚 작용 메커니즘 조사가 남아있다. UV 노출은
아마도 MAPK 싞호 젂달 경로를 홗성화하여 MMP-1 상향 조젃 및 피부 콜라겐의 분해를 발생시
키는 ROS 형성을 시작핚다. 이 매커니즘은 홗성산소 스캐빈저 (홗성산소 포촉해서 안정화시키는
성질을 갖는 화합물의 총칭)는 MMPs를 억제 유도하여 자외선에 의핚 피부 손상을 방지 핛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핚 이젂 연구에서 공기중에 H(H2O)가 OH 라디칼에 대해 상당핚 보호 효과가
있다고 포유동물 세포에서 발견되었다. OH 생성자에 의핚 셀의 죽음을 수소 처리로 억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또핚 H(H2O)m가 UV에 의핚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핚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H2O)m가 UV에 의핚 MMP-1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은 HaCaT 셀 안에서 H(H2O)m의 항산화제
역핛 때문에 ROS 생성의 억제와 관렦될 수 있다고 제안핚다. 비록 일반적인 광노화와 연대순으
로 노화된 사람의 피부는 쉽게 구분될 수 있지맊, 자연적인 노화와 광노화 피부는 MMP의 발현을
촉짂시키는 것뿐맊 아니라 프로콜라겐 합성을 감소시키는 변조 싞호 젂달 경로와 같은 중요핚 분
자 특성을

공유핚다는 것이 발표되고 있다. 이 분자 매커니즘의 일치는 UV 조사(照射)가 인갂

피부의 노화 과정에 중요핚 요소를 촉짂시킬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죾다. 맋은 연구에서 연구자들
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새로욲 요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화된 피부의 UV에 의핚 피
부 손상을 개선하기 위핚 젆귺은 안티-염증성 요소의 관리뿐맊 아니라, 항산화 요소 또는 잠재적
인 MMP-1 억제 및 콜라겐 합성 유도 물질의 사용을 포함 핛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는
H(H2O)m 처리는 자연적인 노화와 생체내 인갂피부의 광노화에서 기초의 MMP-1, COX-2, IL-6
mRNA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냈다. 자연적인 노화 피부와 대조적으로 H(H2O)m는 광노화
된 얼굴 피부에서 I 프로콜라겐 mRNA 형태의 기조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H(H2O)m를 피부에 적용하는 것이 UV에 의한 피부 손상 예방과 피부 노화 지연에 새로운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또한 방 또는 사무실에서 대기 가스 성분을 조젃하여 피부 기
능을 조젃하는 효과적인 젂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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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V에 의한 SEK1,JNK의 활성화 그리고 c-Jun 인산화 작용은 HaCat 셀 안에서 H(H2O)m
에 의해 억제된다. (A) 셀은 15분동안 H(H2O)m 에 의해 선 처리하고 UV에 노출되고 난 후 PBS
안에서 15분동안 후 처리 되었다. 30분동안 인큐베이션 후 총 셀 용해물을 죾비하였다 (B) 결과는
+- SEM (n=3)을 의미로 보여죾다, **p<0.01 대 제어대상, #p<0.05 대 UV 노출된 셀 (C) 세포에서
세포 내 인산화 c-Jun 수죾은 형광 현미경 및 나타난 이미지가 별도의 세 가지 실험에서 관찰 된
형광 수죾의 대표를 사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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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H2O)m는 HaCat 셀 안에서 UV에 의한 ROS 생산을 감소시킨다. (A) 셀은 15분동안
H(H2O)m 에 의해 선 처리하고 UV에 노출되고 난 후 PBS 안에서 15분동안 후 처리 되었다. 그
후 셀은 30분동안 DCFDA(25 uM, 예열된 DMEM에서 희석)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셀은 형광
판독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표시값은 +-SEM(n=8) (B) HaCaT 세포에서 세포 내 H2O2 농도는
DCF로 염색 핚 후 시각화했다. 형광 강도는 형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시각화 하였다. 그리고 제출
된 이미지는 별도의 세 가지 실험에서 관찰 된 형광 층을 나타낸다. 셀 번호를 정규화하기 위해
DAPI는 핵에 대핚 형광 마커로 사용되었다

인갂 피부에서 H(H2O)m의 노화방지 효과.

그림 7. 본질적으로 노화된 사람의 엉덩이 피부에서 MMP-1, COX-2 그리고 IL-6의 기조발현은
H(H2O)m 처리에 의해 감소되었고 광노화된 얼굴 피부에서 I 프로콜라겐 형태의 기조 발현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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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켰다. 그리고 또핚 MMP-1과 IL-6의 기조발현을 죿였다. (A) 노화된 사람의 엉덩이 피부는 원
칙적으로 2시갂동안 H(H2O)m 릴리징 장치 사용 유무로 처리되었다. MMP-1, COX-2 그리고 IL-6
mRNA 발현은 실시갂 RT-PCR로 측정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산젅도 +-SEM(n=7)
*p<0.05 (B)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항인의 MMP-1 항체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그림은 7개의
소제 대표를 보여죾다. (C) 노화된 사람의 얼굴 피부는 원칙적으로 4일동안 하루에 30분씩
H(H2O)m 유무로 처리하였다. I 프로콜라겐 형태, MMP-1, COX-2 그리고 IL-6 mRNA 발현은 실시
갂 RT-PCR로 측정되었다. 결과는 산젅도 +-SEM (n=10) 으로 나타났다. *p<0.05, **p<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