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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연구 배경: 기미는 후천적 색소성 피부질환으로서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은 각질형성세포의 멜라닌 합성 신호 분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진피의 광노화를 일으켜 기미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기미 조직에서는 

일광섬유탄력증, 기저막의 손상, 혈관과 비만세포의 증가 등과 같은 

광노화된 진피의 특징이 관찰된다. 최근에는 노화된 섬유모세포에서 

분비하는 분비단백질이 멜라닌 합성을 자극함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노화된 섬유모세포가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로서 

작용한다는 가설 하에 섬유모세포의 광노화를 억제하고 세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하는 항노화 치료가 기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첫 번째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자 멜라닌 

합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을 확인하고, 

인공피부모델에서 세포외 기질의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sirtuin-1 

(SIRT1)과 forkhead box (FOXO) 3a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0명의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시술을 시행한 후 세포외 기질과 멜라닌의 



 

 

 

 

 

 

ii 

변화를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노화된 섬유모세포, 

stromal derived factor (SDF)-1, c-kit의 변화를 통해 고주파 시술을 

통한 항노화 치료가 기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레스베라트롤은 인공피부모델에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기저막 생성을 촉진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은 이러한 

항노화 작용 외에도 ERK 신호 경로를 통해 microphthalmia-

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와 타이로시나제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의 항멜라닌 

작용에는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FOXO3a가 관여하였다. 고주파는 

세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미 환자의 손상된 기저막을 

회복시키고 기미의 임상적인 호전을 유도하였다. 또한 고주파 시술 후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SDF-1의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결론: 레스베라트롤과 고주파는 기미의 멜라닌 합성 신호로서 

작용하는 섬유모세포의 광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기미의 항노화 치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고주파, 광노화, 기미, 기저막, 레스베라트롤, 섬유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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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기미의 병인 

기미는 대표적인 후천적 색소성 피부질환으로, 30-40대의 아시아 

여성에서 호발한다.1 기미는 임상적으로 양측성의 불규칙한 모양의 

갈색의 반점 혹은 반으로 나타나며, 햇빛 노출 부위인 얼굴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미의 병인에 대한 이해는 멜라닌 합성 과정과 다른 색소성 

피부 질환의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미의 병인은 유전적 소인과 여성 호르몬, 그리고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정리할 수 있다.2-4 이 중 자외선은 

각질형성세포에 작용하여 멜라닌 합성 신호의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멜라닌세포의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킨다.5 즉 각질형성세포에서 

분비하는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endothelin-1 (ET-1), stem cell factor (SCF) 등의 사이토카인 또는 

성장인자는 멜라닌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멜라닌 합성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가 증가하면서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발현과 멜라닌 합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질형성세포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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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노화된 진피에 의해서도 기미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7 

전사체 연구 (transcriptomic analysis)를 통해 기미의 발생에는 멜라닌 

합성과 연관된 유전자뿐만 아니라, 진피의 섬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Wnt 경로와 연관된 유전자 역시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8 또한 기미 

조직에서는 일광섬유탄력증, 기저막의 손상, 혈관과 비만세포의 증가 

등과 같은 광노화된 진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9  

 

1.2. 기미에서 관찰되는 광노화된 진피의 특징 

일광섬유탄력증은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인해 변성된 진피의 

탄력섬유로서 기미 환자의 83-93%에서 관찰할 수 있다.10,11 기저막의 

손상은 83-95%의 기미 환자에서 관찰되는데,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인해 증가된 matrix metalloproteinase (MMP)-2, 9에 의해 4형 

콜라겐이 분해되어 발생한다.11,12 기저막의 손상은 표피 멜라닌세포의 

진피 내로의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그 결과 기저막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멜라닌세포 (pendulous melanocyte)와 진피의 

melanophage를 관찰할 수 있다. 10,11,13  

기미 조직에서는 혈관의 숫자, 크기, 밀도가 증가되어 있다.14-16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ET-1은 멜라닌세포의 endothelin receptor 

B에 결합하여 멜라닌 합성을 높인다.17 이 외에도 vascular endoth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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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factor (VEGF), SCF, nitric oxide (NO) 등이 혈관에서 

분비되어 기미의 발생에 기여한다.14,18,19  

마지막으로 기미 조직에서는 비만세포의 수가 증가되어 있다.11,20,21 

기미의 발생에서 비만세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자외선 조사에 의해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은 

멜라닌세포의 H2 receptor에 결합해 protein kinase A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growth-differentiation factor-15 (GDF-15)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킨다.22-26 비만세포는 이외에도 

tryptase를 분비하여 진피의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고 기저막을 

손상시킨다.27-30 또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VEGF, fibroblast growth 

factor (FGF)-2,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는 혈관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만세포는 진피의 광노화와 

기미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31-33  

 

1.3. 섬유모세포의 노화와 멜라닌 합성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모세포는 중간엽 기원의 세포로서 진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비세포성, 섬유성, 무정형 단백질인 세포외 기질의 

합성과 분해를 담당한다.34 섬유모세포에서 분비된 신호 단백질은 

멜라닌세포의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미 조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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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ed Frizzle-related protein 2 (sFRP2)가 높게 발현되어 있는데, 

이는 Wnt 경로를 활성화하여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미 

발생에 기여한다.35 또한 기미에서 그 발현이 억제된 Wnt inhibitory 

factor (WIF)-1 역시 Wnt 경로를 활성화시켜 멜라닌 합성을 높인다.36 

기미 조직에서 채취한 섬유모세포는 배양된 멜라닌세포와 인공 피부에서 

nerve growth factor (NGF)-β의 분비를 높임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킨다.37  

최근에는 기미의 발생에 섬유모세포의 노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38 앞서 기미의 병인으로 기술한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은 

진피 섬유모세포의 노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노화 과정에는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의 발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섬유모세포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를 활성화시킨다.34 그 결과 activator protein-1 (AP-

1)과 nuclear factor-κB (NF-κB)와 같은 전사 인자가 활성화되고 

MMP 발현이 증가함으로써 진피의 세포외 기질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을 

분해하고 기저막을 손상시킨다.34 한편 활성산소는 TGF-β 신호 

경로를 억제하여 섬유모세포에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능력을 

감소시킨다.34 노화된 섬유모세포는 노화와 연관된 분비단백질 

(senescence-associated secreted proteins)을 분비하는데, 이 중에서 

SC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hepatocyt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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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HGF) 등은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39-42 노화에 따른 색소성 질환의 원형인 노인성 흑자 (senile 

lentigo) 조직에서도 SCF, HGF, keratinocyte growth factor (KGF)와 

같은 멜라닌 합성을 높이는 분비단백질이 높게 발현되어 있고, 자외선 

조사를 통해 섬유모세포의 노화를 유도하였을 때 이러한 분비단백질이 

증가함이 밝혀졌다.43 

 

1.4. 기미의 항노화 치료 

현재의 기미 치료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멜라닌 합성 과정을 억제하며 

생성된 멜라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각질형성세포에서 분비하는 멜라닌 생성 신호를 억제한다. 

또한 하이드로퀴논을 비롯한 국소 제제를 통해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효소인 타이로시나제를 억제하며, 저출력의 1064nm Q-switched 

neodymium-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laser (QSNYL) 등을 

통해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한다. 하지만 기미는 성공적으로 제거된 

이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그 치료가 매우 어렵다.44 표피를 

제거하는 ablative laser 또는 화학적 박피 치료 이후에도 기미는 쉽게 

재발하는데, 이는 기존의 각질형성세포와 멜라닌세포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기미의 발생에 진피가 관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노화된 섬유모세포가 멜라닌 합성을 



 

 

 

 

 

 

- 6 - 

촉진하는 신호로서 작용한다는 가설 하에 섬유모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하는 항노화 치료가 기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자 멜라닌 

합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을 확인하고 

인공피부모델에서 세포외 기질의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sirtuin-1 (SIRT1)은 NAD+-dependent protein 

deacetylase로서 세포자멸, 세포 주기, DNA 복구, 에너지 대사 등 

다양한 세포 과정에 관여한다.45-48 SIRT1은 세포 생존과 사멸에 영향을 

미치는 두 전사 인자인 p53과 forkhead box (FOXO)를 조절하는데, 이 

중 FOXO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해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전으로 

보고되었다.49 레스베라트롤은 SIRT1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50,51 레스베라트롤은 사람 각질세포에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FOXO3a cascade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노화와 증식 이상을 억제한다.52 본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SIRT1과 FOXO3a가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0명의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시술을 

시행한 후 시술 전후 얻은 피부 조직으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 

고주파는 전류를 이용하여 진피에 열 손상을 유발한다. 그 결과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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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내 열에 약한 결합이 손상되고 콜라겐의 삼중 나선 구조가 

깨지면서 콜라겐 섬유의 변성이 일어난다.
53,54

 이 후 수개월에 걸쳐 

변성된 콜라겐 섬유는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고 새로운 콜라겐 섬유의 

합성이 일어난다.53,55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시술 후 광노화된 진피의 

조직학적 변화와 멜라닌 색소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항노화 

치료가 기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변화를 통해 고주파 시술이 노화된 섬유모세포를 제거하고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화된 섬유모세포에서 분비되는 stromal derived factor (SDF)-1과 

c-kit의 시술 전후 변화를 통해 고주파 시술을 통한 항노화 치료가 

기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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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재료 및 방법 

 

2.1. 레스베라트롤 

2.1.1. DPPH assay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DPPH assay를 

시행하였다. 0.1, 1, 10, 50, 100μM의 다섯 가지 농도의 레스베라트롤 

2µL을 0.25mM DPPH 80µL과 70% ethanol 118µL에 첨가하여 

0.1mM의 DPPH 농도를 만들었다. 혼합물을 흔들어 섞은 후 빛이 

차단된 곳에 30분간 둔 뒤 ELISA reader (TECAN,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517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1.2. 인공피부모델  

인공피부모델은 실험실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56 

10 대의 사람 포피에서 분리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모세포를 각각 

serum-free keratinocyte growth medium (CC-311, Lonza, 

Walkersville, MD, USA), 10% fetal bovine serum (FBS; Thermo 

Scientific HyClone, Logan, UT, USA)이 보강된 Eagle’s medium 

(DMEM; LM001-05, WelGENE, Daegu, South Korea)에서 

배양하였다. 쥐 꼬리의 힘줄에서 1 형 콜라겐을 추출한 후 1 형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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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10 배 농축된 DMEM/F12 (DMEM and Ham’s nutrient mixture 

F12 at a ratio 3:1, WelGENE), 중화 완충제 (0.05N NaOH, 0.26mM 

NaHCO3, 200mM HEPES, Sigma, St. Louis, MO, USA)를 8:1:1 로 

섞어 진피 대체물을 제작하고 5x105 의 섬유모세포를 첨가하였다. 진피 

대체물을 25mm polycarbonate membrane insert 에 겔화시킨 후 

1x106 의 각질형성세포를 첨가하였다. 하루 후 공기-액체 인터페이스 

환경에 노출하여 2 주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DMEM/F12 와 5% FBS, 

0.4μg/mL hydrocortisone (Sigma), 1μM isoproterenol (Sigma), 

5μg/mL insulin (Sigma)로 구성되었다. 저농도의 epidermal growth 

factor (EGF; 1ng/mL, Sigma)는 액체 환경의 배양조건에 첨가하고 

고농도의 EGF (10ng/mL)는 공기-액체 인터페이스 배양조건에 

첨가하였다. 표피의 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기에 3 일간 노출 후 

6 일간 아스코르빈산을 첨가하였다. 배지는 주 3 회 교환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같은 조건에서 두 번씩 반복 시행하였다. 공기 노출 2 일 후에 

레스베라트롤 (0.1, 1, 10, 50μM)을 처리하였고 배지를 갈 때마다 매번 

첨가하였다.  

 

2.1.3. 면역형광염색 

15 일 후 인공피부모델은 1% paraformaldehyde 와 0.1% 

glutaraldehyde 용액에 고정하였으며 포매하여 파라핀 블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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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3mm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and eosin 

(H&E)염색하였다. 면역형광염색을 위해 HistoChoice Clearing Agent 

(Amresco, Solon, OH, USA)를 이용하여 탈파라핀 시킨 후 순차적으로 

희석시킨 알코올을 처리하여 다시 수화시켰다. Trilogy solution (Cell 

Marque, Rocklin, CA, USA)과 압력솥을 이용하여 열 항원을 

회수하였다.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0.3% 

과산화수소를 10 분간 처리하고 비특이적 단백결합을 막기 위해 normal 

donkey (ab7475, Abcam, Cambridge, UK), chicken (ab7477, 

Abcam) 혈청을 처리하였다. 일차 항체는 p63 (4A4; sc8431,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과 intergrin α6 (sc6597, 

Santa Cruz Biotechnology)를 이용하였다. 일차 항체를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 뒤 Alexa Flour®  488 chicken anti-mouse IgG 

(A21200, Invitrogen), Alexa Flour®  555 donkey anti-goat IgG 

(A21432, Invitrogen)을 이차 항체로 반응시켰다. DAPI (1μg/mL, 

10236276001, Roche, Indianapolis, IN, USA)로 핵을 염색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arl Zeiss, LSM710,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1.4. 레스베라트롤의 세포 독성 



 

 

 

 

 

 

11 

10 대의 사람 포피에서 얻은 정상 사람 멜라닌세포 (Normal human 

melanocytes)를 modified MCDB15 에서 세포배양 한 뒤 37℃, 5% 

CO2 의 humidified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57,58 배양된 

멜라닌세포에 0.1, 1, 10, 50, 100 μ M 의 다섯 가지 농도의 

레스베라트롤을 넣고 24 시간동안 배양한 뒤 Cell Counting Kit (CCK)-

8 (CK04, Dojindo, Kumamoto, Japan)을 이용하여 레스베라트롤의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을 관찰하였다.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CCK-8 용액을 넣고 37℃에서 두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내의 

탈수소효소의 활성도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formazan 의 양을 

SpectraMax Plus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측정하였다.59 

 

2.1.5. 레스베라트롤의 활성산소 제거능 

배양된 멜라닌세포에 50μM 의 레스베라트롤을 넣고 24 시간동안 

배양한 뒤 50μM 의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24 시간 더 배양했다. 이후 

30 분간 H2DCF-DA (10μM in PBS)로 염색한 다음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arl Zeiss, LSM710, Jen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1.6. Tyrosinase inhibi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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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한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여 3 일간 

배양하였다. Cold PBS 로 washing 한 후 멜라닌세포를 phosphate 

buffer (pH 6.8)에 용해시켰다. Freezing-and-thawing 을 통해 

세포를 파괴한 후 용해물을 10,000g 에서 5 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96-

well plate 각각에 용해물 90µL 와 L-DOPA 10µL 을 넣고 37℃에서 

배양하였다.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10 분 간격으로 475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9,60 

 

2.1.7. Melanin assay 

배양된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여 3 일간 배양하였다. 

Cell pellet 을 100℃ 1N NaOH 1mL 에서 녹인 후 16,000g 에서 

20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400nm 에서 

상층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1.8. Direct tyrosinase inhibition assay 

레스베라트롤이 포함된 70 µL 의 phosphate buffer 에 20 µL 의 

mushroom tyrosinase 와 10 mM L-DOPA 10 µL 를 넣고. 37℃에서 

20 분간 배양한 뒤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475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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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Western blot analysis 

배양한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cell lysis buffer (62.5mm Tris-HCL [pH 6.]), 2% SDS, 5% β-

mercaptoethanol, 2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rotease 

inhibitors [CompleteTM, Roche, Mannheim, Germany], 1mM Na3VO4, 

50mM NaF, 10mM EDTA)에 처리하였다.61 SDS-PAGE 를 이용하여 

각 레인 당 10 μg 의 단백질을 분리한 후 blotting 된 membrane 을 

5% dried milk 에 담갔다. Blot 을 1:1000 희석한 일차 항체로 배양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에 결합된 이차 항체로 배양하였다. 일차 

항체는 tyrosinase (sc7883, Santa Cruz Biotechnology), GAPDH 

(sc25778, Santa Cruz Biotechnology), total ERK1/2 (9102,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phospho-specific 

ERK1/2 (Thr202/Tyr204, 9101s, Cell Signaling Technology), 

FOXO3a (12829s, Cell Signaling Technology), SIRT1 (8469s, Cell 

Signaling Technology), MITF (MS0771-PI, ThermoScientific Nunc, 

Rochester, NY, USA)을 이용하였다. 이차 항체는 Alexa Fluor®  488 

chicken anti-rabbit IgG (A21441, Invitrogen, Carlsbad, CA, USA), 

Alexa Fluor®  555 donkey anti-goat IgG (A21432, Invitrogen)을 

이용하였다. Chemiluminescence plus kit (Amersham International, 

Little Chalfont, UK)를 이용하여 항체를 확인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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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합성 억제과정에 SIRT1 과 FOXO3a 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억제제로 전처치하였다. SIRT1 의 억제제로 

EX527 (203033, Sigma)와 sirtinol (s7942, Sigma)을 이용하였다. 

FOXO3a 는 특이 억제제가 없기 때문에 JNK 억제제인 SP600125 

(420119, Darmstadt, Germany) 를 이용하였다.  

 

2.2. 고주파 

2.2.1. 피험자 

기미를 가진 10명의 여성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기미의 진단은 임상 

양상과 조직학적 특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최근 3개월간 기미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거나 국소 도포제를 사용한 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Declaration of Helsinki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and Go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을 준수하였으며 

임상연구윤리센터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B-1805/466-007). 

모든 피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2.2.2. 고주파 시술 및 임상적 평가 

피험자는 3주 간격으로 총 3회 양극성 고주파 (Forma® , Inmode Inc, 

Richmond Hill, ON, Canada) 시술을 받았다. 시술 부위는 양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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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뺨, 코입술주름 및 턱이었다. 고주파 기기의 파라미터는 목표 

온도 43℃, 에너지 62mJ로 설정하였다. 시술 전 시술부위를 부드러운 

클렌저로 세안하고 초음파 젤을 도포한다. 고주파의 탐침을 피부에 

접촉한 후 작은 원형을 그리며 문지른다. 시술 부위 전체가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탐침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며 시술한다. 본 고주파 

기기는 피부 표면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고주파의 전달을 중지한다. 이후 탐침이 이동한 부위의 표면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1℃ 이상 낮을 경우 다시 고주파를 조사하여 

시술 부위 전체를 목표 온도로 가열한다. 시술 시간은 1회 시술 시 

20분이 소요되었다.  

피험자는 매 시술 전 (0주, 3주, 6주) 그리고 마지막 시술 3주 후 

(9주)에 Mexameter (MX18® , Courage & Khazaka, Germany)를 

이용하여 멜라닌 지수 (melanin index, MI)와 홍반 지수 (erythema 

index, EI)를 측정하였다. 기미 병변 중 가장 색소가 진한 부위와 귀 

앞의 비병변에서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두 명의 

독립적이고 본 연구에 대해 눈가림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 사진을 통해 

기미의 중증도를 5단계로 평가하였다 (5 = 매우 심함; 4 = 심함; 3 

=보통; 2 = 경미함; 1 = 거의 없음). 두 평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연구자 평가 점수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score, IGA 

score)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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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임상조직 및 면역형광염색 

고주파 시술 전 (0주)과 마지막 시술 3주 후 (9주)에 가장 색소가 

진한 기미 병변에서 2mm 펀치생검을 통해 피부 조직을 얻었다. 얻어진 

피부 조직은 H&E, Fontana-Masson,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멜라닌의 양과 콜라겐 섬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면역형광염색은 

2.1.3.에서 기술한 인공피부모델의 면역형광염색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비특이적 단백결합을 막기 위해 normal goat (ab7481, Abcam), 

donkey (ab7475, Abcam), chicken (ab7477, Abcam) 혈청을 

처리하였다. 일차 항체는 procollagen-1 (1:50, SP1.D8, DSHB, Iowa 

city, IA, USA), type IV collagen (1:50, ab8201, Abcam), CD31 

(1:50, M0823, Dako, Carpinteria, CA, USA), mast cell tryptase 

(1:50, sc-32473, Santa Cruz Biotechnology), p16INK4A (predilution, 

725-4713, Ventana Medical Systems, Tucson, AZ, USA), HSP47 

(1:50, sc8352, Santa Cruz Biotechnology), SDF-1 (1:50, sc74271, 

Santa Cruz Biotechnoogy), c-kit (1:50, sc1494, Santa Cruz 

Biotechnology)을 이용하였다. 일차 항체를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 뒤 Alexa Flour®  488 goat anti-mouse IgG (A11001, 

Invitrogen), Alexa Flour®  488 goat anti-rabbit IgG (A11008, 

Invitrogen), Alexa Flour®  488 chicken anti-mouse IgG (A21200, 



 

 

 

 

 

 

17 

Invitrogen), Alexa Flour®  488 chicken anti-rabbit IgG (A21441, 

Invitrogen), Alexa Flour®  488 chicken anti-goat IgG (A21467, 

Invitrogen), Alexa Flour®  555 donkey anti-mouse IgG (A31570, 

Invitrogen), Alexa Flour®  555 donkey anti-rabbit IgG (A31572, 

Invitrogen), Rhodamine donkey anti-rabbit IgG (sc2092, Santa Cruz 

Biotechnology)을 이차 항체로 반응시켰다. 

 

2.2.4. 이미지 분석 

얻은 이미지는 ImageJ (version 1.52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L, USA)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주파 시술 

전 후 Fontana-Masson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 

이미지에서 멜라닌과 콜라겐 염색 강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면역형광염색 이미지는 200배 배율에서 가장 염색 강도가 강한 영역 

(hot field)에서 분석하였다. procollagen-1, mast cell tryptase, 

p16INK4A, HSP47의 발현 분석을 위해서 표피-진피 경계부에서 

200μm 내의 진피에서 각각에 대해 양성인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CD31과 SDF-1의 발현 분석을 위해서 Jensen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표피-진피 경계부에서 200μm 내의 진피에서 염색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다.62 4형 콜라겐의 신호 강도는 표피-진피 경계부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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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통계 분석 

멜라닌 지수, 홍반 지수, 연구자 평가 점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면역형광염색 신호 강도 및 면역형광염색 양성인 세포의 수의 시술 전 

후 비교를 위해 SPSS Statistics 21.0 (IB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모수적인 방법인 

Wilcoxon’s signed rank 검정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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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레스베라트롤 

3.1.1.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을 알아보기 위한 DPPH assay에서 레스베라

트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1(a)). 0.1μM의 농도에서는 18%의 제거능을 보였으나 1μ

M와 10μM의 농도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각각 66%, 90%의 제거

능을 보였다. 하지만 10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제거능이 더 이상 증가

하지 않았다.  

레스베라트롤은 50μM 이하의 농도에서 멜라닌세포에 독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50μM의 레스베라트롤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멜라닌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을 때 레스베라트롤이 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1(b)). 

 

3.1.2.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인공피부모델의 변화 

인공피부에 10일간 0.1μM의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

에 비해 기저층을 형성하는 각질형성세포의 수가 더 많고 표피가 더 두

껍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a)). 또한 진피 섬유모세포의 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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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증가하였다. p63 면역형광염색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한 인공피

부에서 interfollicular stem cell이 많이 발현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2(b)). 또한 intergrin α6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레스베라트롤로 처리한 

인공피부에서 기저막이 끊어지지 않고 두껍게 염색됨을 관찰하였다. 하

지만 인공피부를 0.1, 1, 10, 50μM의 다양한 농도의 레스베라트롤로 처

리하였을 때 p63과 intergrin α6의 발현은 0.1μM에서 가장 높게 관

찰되었고 50μM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억제되었다. 

 

3.1.3. 레스베라트롤의 ERK 경로를 통한 멜라닌 합성 억

제 

배양된 인간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3일간 처리한 후 시행한 

tyrosinase inhibition assay에서 레스베라트롤에 농도 의존적으로 타이

로시나제가 억제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3(a)). 생성된 멜라닌의 양 역시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림 3(b)). 하지만 

mushroom 타이로시나제를 이용한 direct tyrosinase inhibition assay

의 결과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직접적인 타이로시나제의 억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c)).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은 타이로시나제에 결합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 멜라닌 합성 신호 조절을 통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배양된 인간 멜라닌세포를 10-`100μM의 레스베라트롤에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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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처리한 후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해 MITF, 타이로시나제, 

ERK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MITF와 타이로시나제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 또한 레스베라트롤의 농도에 따라 p-ERK의 발현이 증가함을 통해 

ERK 경로의 활성화가 레스베라트롤의 타이로시나제 억제 기전에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기전에 중요하다고 알

려진 SIRT1과 FOXO3a 역시 발현이 증가하였다.  

 

3.1.4. 레스베라트롤의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에 FOXO3a

가 관여 

항산화 기전에 중요한 SIRT1과 FOXO3a가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

에도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양된 인간 멜라닌세포를 SIRT1의 억

제제인 EX527과 FOXO3a의 발현을 억제하는 SP600125로 각각 전처

치한 후 50μM의 레스베라트롤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전처치하지 

않은 경우 MITF와 타이로시나제의 발현이 감소하였는데, EX527로 전

처치하더라도 MITF와 타이로시나제의 발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5(a)). 반면에 SP600125로 전처치한 경우 MITF와 타이로시나

제의 발현이 증가하며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하였다. 따라서 SIRT1은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에 

관여하지 않고 FOXO3a만이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에 관여함을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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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다른 SIRT1 억제제인 sirtinol로 전처치하였

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5(b)).  

배양된 인간 멜라닌세포를 50 μM의 레스베라트롤로 처리하고 시간

에 따른 SIRT1, FOXO3, MITF의 발현을 western blot analysis로 관

찰하였을 때 downstream signal인 FOXO3a가 upstream signal인 

SIRT1보다 먼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  

 

3.2. 고주파 

3.2.1. 고주파 시술 후 기미의 임상적 변화 

모든 피험자는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 III 또는 IV형이었고 평균 연령

은 49.8세 (45-64세)였다. 고주파 시술 후 모든 피험자에서 색소의 호

전을 보였다 (그림 7(a)). 기미 병변의 멜라닌 지수는 시술 전 (225.73 

± 41.93)과 비교하여 3주 후 10.5% (202.23 ± 50.04), 6주 후 

11.9% (198.80 ± 48.52), 9주 후 13.7% (194.77 ± 52.73) 감소하

였다 (그림 7(b)).  계절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햇빛

에 노출되지만 고주파 시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귀 앞 피부에서 비

병변 멜라닌 지수를 측정하였다. 비병변 멜라닌 지수는 시술 후 9주 동

안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시술 전 132.53 ± 27.40, 3주 후 134.40 

± 28.23, 6주 후 134.30 ± 28.78, 9주 후 134.63 ± 28.45). 병변과 

비병변 멜라닌 지수의 차(△MI)는 시술 전과 비교하여 시술 3, 6,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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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자평가에서도 시술 전 3.50점, 9주 후 

2.95점으로 유의한 기미의 호전을 관찰하였다. 반면에 홍반 지수는 고주

파 시술 후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술 중 통증을 호소하거나 

국소 마취를 필요로 하는 피험자는 없었다. 모든 피험자에서 시술 직후 

홍반이 관찰되었으나 수 분 후 저절로 사라졌다. 시술 후 붓기나 통증, 

화상, 염증 후 색소침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3.2.2. 고주파 시술에 따른 진피 콜라겐 증가와 기저막의 

회복 

Fontana-Masson 염색을 통해 고주파 시술 후 기미 조직의 멜라닌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그림 8). 또한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콜라겐 섬유의 밀도와 굵기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콜라겐 섬유의 

변화는 상부 진피뿐만 아니라 하부 진피까지 진피 전층에 걸쳐 관찰되었

다.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시술 후 procollagen-1을 발현하는 세포의 수

가 진피 전층에 걸쳐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9). 시술 전 4형 콜라

겐에 의해 염색된 기저막은 군데군데 염색이 되지 않고 끊어진 부분이 

관찰되었으나 시술 후에는 끊어지지 않고 염색이 되었다. 따라서 고주파 

시술은 기미 피부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손상된 기저막을 회

복시키며 멜라닌을 감소시켰다. 반면에 혈관 (CD31)과 비만세포의 수

(mast cell tryptase)는 시술 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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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주파 시술에 따른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변화 

노화의 표지자로 알려진 p16INK4A을 이용한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기

미의 진피 상부에서 p16INK4A에 염색되는 방추형의 세포를 관찰하였다 

(그림 10(a)).63 콜라겐 특이 샤페론인 HSP47을 이용한 이중 면역형광

염색을 통해 p16INK4A에 염색되는 세포가 섬유모세포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0(b)). 64 고주파 시술 후 섬유모세포의 수는 변화가 없었지만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수는 감소하였다. 섬유모세포 중 p16INK4A에 염색

되는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비율은 시술 전 57.4%에서 시술 후 9.4%로 

감소하였다 (그림 10(c)).   

 

3.2.4. 고주파 시술에 따른 SDF-1 발현의 증가 

고주파 시술에 따른 멜라닌의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SDF-1과 c-kit 발현을 관찰하였다. 노인성 흑자에서 관찰되는 

섬유모세포의 노화는 DNA methylation을 유발하여 SDF-1의 발현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멜라닌 합성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다.42 SCF는 자외선 A/B를 조사하여 노화를 유도한 

섬유모세포에서 그 발현이 증가됨이 알려져 있다.41 SCF는 멜라닌세포의 

c-kit과 결합하여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기미 조직에서 

멜라닌세포의 c-kit과 진피의 SCF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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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18,39 본 연구에서는 기미 조직의 진피에서 SDF-1이 매우 

낮게 발현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11). 또한 고주파 시술 후 SDF-1의 

발현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반면에 c-kit의 발현은 고주파 시술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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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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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인공피부모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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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타이로시나제 및 멜라닌 합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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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레스베라트롤의 ERK 경로를 통한 멜라닌 합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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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레스베라트롤의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에 FOXO3a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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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에 따른 SIRT1과 FOXO3a의 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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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주파 시술 후 기미의 임상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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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주파 시술에 따른 멜라닌 감소와 진피 콜라겐 증가 



 

 

 

 

 

 

34 

 

그림 9. 고주파 시술에 따른 진피와 기저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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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주파 시술에 따른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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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주파 시술에 따른 SDF-1과 c-kit 발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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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첫 번째 실험을 통해 레스베라트롤로 처리한 멜라닌세포에서 

SIRT1과 FOXO3a의 발현이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제거됨을 관찰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은 이러한 항산화 작용 외에도 인공피부모델에서 진피 

섬유모세포의 수와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저막의 

생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레스베라트롤로 처리한 인공피부모델은 

각질형성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표피가 두껍게 형성되었으며 

interfollicular stem cell의 표지자인 p63에 양성인 각질형성세포가 더 

많이 발현되었다. 이를 통해 레스베라트롤은 각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그리고 섬유모세포의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항노화 치료 물질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인공피부모델에서 p63과 integrin α6의 

발현은 0.1μM의 레스베라트롤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인공피부모델의 특성상 배양 초기부터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레스베라트롤에 노출되면서 

그 독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레스베라트롤로 처리한 멜라닌세포에서는 50μM의 농도에서도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반면에, 인공피부모델에서는 낮은 농도의 

레스베라트롤에서 독성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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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모델에서 기저막의 생성은 각질형성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65 레스베라트롤에 의해 기저막의 생성이 

증가한 기전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 각질형성세포와 섬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및 MMP의 억제, 섬유모세포 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자극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공피부모델은 그 제작 과정에서 공기 중에 2주간 노출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레스베라트롤은 3, 4’, 5번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페놀 링 구조로서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그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SIRT1,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등의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내인성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66 한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은 Nrf2를 

증가시키고 heme oxygenase-1, glutathione-S-transferase 등의 

발현을 유도하여 자외선B 조사에 의한 섬유모세포 내 활성산소를 

감소시켰다.67 한편 레스베라트롤에 의해 활성화된 SIRT1은 

섬유모세포의 MMP-1, 3, 9 발현을 감소시켜 세포외 기질의 분해를 

억제한다.68,69 동물 실험에서도 레스베라트롤을 도포하거나 섭취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상처 회복 과정에서 SIRT1의 발현이 증가하고 1, 3형 

콜라겐이 증가하였다.70,71 SIRT1이 MMP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AP-1과 

NF-kB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히스톤 변이 (hi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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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를 통해 MMP의 전사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된다.72-74 

마지막으로 레스베라트롤은 합성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섬유모세포의 α형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다.75 

그 결과 TGF-β1, bFGF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증가시킨다.75,76   

레스베라트롤은 이처럼 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멜라닌 

합성 과정에도 관여함을 관찰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은 직접적으로 

타이로시나제를 억제하지 않고 멜라닌 합성 신호 경로인 ERK 경로를 

통해 타이로시나제를 간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직접적인 타이로시나제 

억제 또는 타이로시나제의 전사 후 조절을 통한 억제 기전이 

보고되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레스베라트롤은 멜라닌 합성 신호 

경로를 통해 멜라닌 합성을 조절함을 확인하였다.77,78 

다음으로 ERK 경로 조절을 통한 레스베라트롤의 타이로시나제 억제 

과정에 항노화 기전에 중요한 SIRT1과 FOXO3가 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FOXO3a는 인슐린, insulin growth factor (IGF), 활성산소, 

사이토카인 등 다양한 자극에 저항하여 항노화 세포 신호로서 작용하는 

전사 인자로 알려져 있다.79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FOXO3a는 

항산화에 의한 멜라닌 합성 억제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79 또한 

백반증의 발생이 FOXO3a 유전자의 rs4946936 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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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80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이 SIRT1를 활성화시킴으로써 FOXO3a 발현을 높이고, 

이를 통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SIRT1의 억제제인 EX527과 FOXO3a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SP600125로 전처치한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레스베라트롤에 의해 억제된 MITF와 

타이로시나제는 SP600125로 전처치하였을 때 그 발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EX527로 

전처치하였을 때는 MITF와 타이로시나제의 발현에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SIRT1 억제제인 sirtinol로 전처치한 멜라닌세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멜라닌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처리한 후 SIRT1과 

FOXO3a의 시간 순서에 따른 발현을 관찰하였을 때에도 FOXO3a가 

SIRT1보다 먼저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멜라닌 합성 억제 과정에는 FOXO3a가 관여하지만 SIRT1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멜라닌 

합성 억제 과정에서는 FOXO3a가 SIRT1의 downstream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고주파를 이용한 항노화치료가 기미를 개선시킴을 

입증하였다. 고주파 시술은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기저막을 회복시켰다. 고주파에 의해 세포외 기질이 증가하는 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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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과발현된 FGF2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81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시술이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열 손상을 유도함으로써 세포외 기질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세웠다. 젊은 섬유모세포는 주위의 세포외 기질에 

부착됨으로써 장력을 받아 펴지고 길쭉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82 반면에 

피부 노화에 따라 세포외 기질이 감소하면 섬유모세포의 크기와 길이가 

감소하게 된다.82 이처럼 크기가 줄어들고 세포에 작용하는 장력이 

감소한 노화된 섬유모세포는 TGF-β 2형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하게 

되어 TGF-β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외 기질 합성이 감소한다.83 또한 

노화에 따른 섬유모세포의 형태 변화는 MMP와 HGF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외 기질의 분해를 촉진한다.84,85  

시술 전 기미의 피부 조직에서는 노화의 표지자인 p16INK4A에 양성을 

보이는 노화된 섬유모세포가 진피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대다수의 

노화된 섬유모세포는 상부 진피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외부적 자극 

특히 햇빛 노출의 역할이 섬유모세포의 노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주파 시술 이후 이러한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수가 

줄어들면서 p16INK4A에 음성인 젊은 섬유모세포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성 흑자에서 고주파 시술 후 p16INK4A에 

양성인 섬유모세포가 감소하였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2 본 

연구에서 시행한 43℃의 열 자극은 in vitro 연구에서 섬유모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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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형태적 변화를 감소시키고 세포 수명 (cellular replicative 

lifespan)을 10-15%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86,87 열 자극은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관여하는 ERK 경로와 세포의 자멸에 관여하는 

JNK, p38 경로를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ERK 경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rejuvenation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88-90 또한 열 자극은 heat shock transcription factor 

(HSF)의 핵 내부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샤페론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작용하는 heat shock protein (HSP) 70, HSP90 등의 발현을 

촉진한다.91 이 외에도 섬유모세포에서는 열 자극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항산화 반응, DNA 손상 반응, unfolded protein 

response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세포 내 손상된 

단백질이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되어 섬유모세포의 노화를 

억제한다. 92-95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시술 후 4형 콜라겐 합성의 증가와 기저막의 

회복이 관찰되었다. 기저막은 멜라닌세포의 증식과 분화뿐만 아니라 멜

라닌 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96 한 연구에 따르면 4형 콜라겐, 

laminin 등의 세포외 기질 성분으로 제작한 인공 기저막 모델에 정상 멜

라닌세포를 처리하였을 때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억제되었

다.97 이 외에도 손상된 기저막은 멜라닌 세포를 진피 내로 이동시킬 수 

있다.13 기저막의 손상으로 인해 기저막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멜라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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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pendulous melanocytes)는 레이저 등의 에너지를 이용한 기미 

치료 후 진피 내로 이동할 수 있다.13 그 결과 염증 후 색소침착 등을 

일으킴으로써 기미의 치료 반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

로 손상된 기저막은 표피와 진피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모세포는 SCF, HGF, bFGF와 같

은 다양한 멜라닌 합성 신호를 분비하여 표피의 멜라닌세포에 영향을 미

친다.39 기저막의 성분인 perlecan의 heparin sulfate chain은 섬유모세

포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멜라닌세포에 작용하지 않도록 억

제하는데, 자외선에 의해 heparin sulfate chain이 분해되면 섬유모세포

에서 유래된 성장인자가 멜라닌 세포에 작용하여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

킨다.98 기저막의 손상은 이처럼 진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멜라닌 합성 

자극 신호가 표피로 전달되어 작용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저막을 회복시키는 치료는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멜

라닌 세포의 진피 내로의 이동을 억제하고 진피와 표피의 상호작용을 차

단함으로써 기미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고주파와 low-fluence 

QSNYL을 병합한 치료와 low-fluence QSNYL의 단독 치료를 비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병합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기미가 효과적으로 호

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미의 재발이 적었다.99 

SDF-1은 C-X-C motif chemokine ligand 12 (CXCL12)으로서 골

수, 폐, 림프절, 심장 등 다양한 장기에서 발현되는데, 피부의 섬유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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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도 발현된다.100 SDF-1은 C-X-C chemokine receptor type 4 

(CXCR4)와 결합함으로써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 

protein kinase B (AKT)-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mTOR), 

Janus Kinase (JAK) - signal transducers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 (STAT), RAS -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hospholipase C (PLC) 등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

시키는 반면 adenylate cyclase –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경로는 억제하여 세포 이동, 증식, 생존, 유전자 발현 등을 조

절한다.100-102 최근 SDF-1은 섬유모세포의 노화에 따른 색소 형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 받았다. 노인성 흑자에서 관찰되는 노화된 섬유

모세포에서 SDF-1의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 멜라닌 형성이 증가하였고, 

고주파 시술 후 노화된 섬유모세포가 감소하면 SDF-1의 분비가 증가

하면서 색소가 호전되었다.42 기미 역시 노인성 흑자와 같이 광노화된 

진피의 특징을 보이고 기미의 진피에서 노화된 섬유모세포의 존재를 확

인하였기 때문에 기미 조직에서 SDF-1의 발현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주파 시술 전 거의 발현되지 않았던 SDF-1이 시술 후 그 발현이 증

가하였다. 따라서 기미와 노인성 흑자는 임상적, 조직학적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노화된 섬유모세포와 SDF-1의 분비 억제

가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7 

섬유모세포는 SCF, bFGF, HGF와 같은 멜라닌 합성 자극 인자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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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또한 광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색소 질환

인 노인성 흑자에서 섬유모세포에서 분비하는 SCF, HGF, KGF의 발현

이 증가되어 있다.43 하지만 이중 bFGF는 노화된 피부와 젊은 피부에서 

얻은 섬유모세포에서 분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9 또한 섬유모세포

에 UV를 조사하여 노화를 유도하였을 때 HGF의 분비는 유의하게 증가

하지 않았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모세포에 의한 색소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알려진 섬유모세포의 멜라닌 합성 자극 인자 중 

SCF의 수용체인 c-kit의 발현을 알아보았다. SCF는 섬유모세포에서 분

비하는 가장 강력한 멜라닌 합성 자극 인자로서 c-kit과 결합하여 

MAPK/ERK 경로를 활성화 시킨다.39,41 실제 기미 조직에서 SCF와 그 

수용체인 c-kit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18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고주파 시술 후 c-kit의 발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다. 이는 SDF-1이 섬유모세포에서 분비되는 것과는 달리 SCF는 자외

선 조사와 같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섬유모세포뿐만 아니라 각질형성

세포에서도 분비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03 비록 노화된 섬유모세포가 

줄어들면서 섬유모세포에서 분비되는 SCF는 줄어들더라도 각질형성세

포에서 분비되는 SCF는 고주파 시술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질형성세포에서 분비되는 SCF에 의해 c-kit이 활성화되면서 본 연구에

서 멜라닌세포의 c-kit 발현은 고주파 시술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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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레스베라트롤은 인공피부모델에서 섬유모세포와 각질형성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세포외 기질의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저막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은 이러한 항노화 작용 외에도 ERK 신호 

경로를 통해 MITF와 타이로시나제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다. 레스베라트롤의 항멜라닌 작용에는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FOXO3a가 관여하였다. 고주파 역시 섬유모세포의 세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기미 환자의 손상된 기저막을 회복시키고 멜라닌을 감소

시켜 기미의 임상적인 호전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화된 섬유모세

포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노화된 섬유모세포에서 분비하는 

SDF-1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과 고주파는 기미의 

멜라닌 합성 신호로서 작용하는 섬유모세포의 광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세

포외 기질 합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기미의 항노화 치료

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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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tracellular 

matrix in the pathogenesis of 

melasma 

Soon-Hyo Kwon, M.D. 

(Directed by Kyoung-Chan Park, M.D., Ph.D.) 

Th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Chronic ultraviolet exposure contributes to the 

occurrence of melasma not only by inducing the secretion of 

melanogenic signals from keratinocytes, but also by causing dermal 

photoaging. Melasma features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of 

photoaged dermis, such as solar elastosis, disrupted basement 

membrane (BM), increased vascularity and mast cells. Recently, 

senescence-associated secreted proteins (SASPs) from fibroblasts 

have been reported to control the melanogenesis. In this study, the 

role of anti-aging therapies that rejuvenate senescent fibroblasts 

and promote the synthesis of extracellular matrix (ECM) in the 

treatment of melasma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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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In the first part, the effect of resveratrol on the 

fibroblasts and ECM was evaluated in an artificial skin model. 

Sirtuin-1 (SIRT1) and forkhead box (FOXO) 3a, which are 

important in the antioxidant property of resveratrol, were further 

investigated to reveal their involvement in the anti-melanogenic 

mechanism of resveratrol. In the second part, ten patients with 

melasma were treated with a radiofrequency (RF) device. 

Immunofluorescence study was performed to show the changes in 

the ECM and melanin after the treatment. Alterations in the 

senescent fibroblasts, expression of stromal derived factor (SDF)-

1 and c-kit were further investigated to discuss the effect of RF in 

the treatment of melasma.  

Results: Resveratrol induced the increased number of fibroblasts 

and keratinocytes, and the synthesis of BM in the artificial skin 

model. FOXO3a, but not SIRT1, was involved in the anti-

melanogenic ERK pathway activated by resveratrol. RF promoted 

the synthesis of ECM and restoration of BM in melasma skin which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pigmentation. The decreased number of 

senescent fibroblasts caused by the RF contributed to the 

upregulated expression of SDF-1, which is an anti-melano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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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secreted from the fibroblasts.   

Conclusion: Resveratrol and RF promote the synthesis of ECM and 

inhibit melanognesis by rejuvenating the senescence of fibroblasts 

which acts as a melanogenic signal in the pathogenesis of melasma.  

 

Keywords: Basement membrane, Extracellular matrix, Fibroblast, 

Melasma, Photoaging, 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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