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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의 향상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오염된 환경과 스트레스로 

거칠어 가는 본인의 피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화

장품시장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효능 및 효과에 기능성이 강조

되는 화장품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

들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항산화, 항노

화, 항염, 미백 등에 효능이 있는 성분들을 제약, 건강식품, 한

방생약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김미선 등, 2012: 이정희, 2010).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효능, 효과에서 미백은 주름방지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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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가장 필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피부의 색소 침착은 표

피의 기저층에 있는 색소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멜라닌이 그 

원인으로, 색소 침착 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etinoid, 

kojicacid, arbutin, hydroquinone, pentadecenoic acid, 

oleanolic acid, ursodeoxycholic acid, vitamin C, catechol 

등이 있다(Gendler, 1997).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효능, 효과

에서 미백은 피부노화와 더불어 가장 필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 천연물질은 미백 화장품의 유효성 원

료로 오래전부터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박수남 등 

2001: 이길홍, 2004). 

피부노화와 관련이 깊은 항산화 물질은 동, 식물계에 널리 분

포되어 있는데, 과일과 채소에 많은 phenol성 화합물, flavone

유도체, Tocopherol, Ascorbic acid, Selenium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지방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며, 노화방지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Black, 1987). 항산화에 효과가 있는 물질은 

동식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효능과 경제성 때문에 인공 

합성 항산화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 합성 화합물

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스피루리나(Spirulina platensis)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된 조류(algae)의 하나로 클로렐라와 같이 인간의 좋은 식량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는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Yang, 1997: 

Choi JH et al., 2002). 또한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phenoic 

acid, tocopherols, β-carotene를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 아

니라(Herbert, 1982), 스피루리나의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소

판의 응집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향상, 항염증 작용(박지예, 

2002: 신유미, 2007: Pinero et al., 2001), 면역학적 및 비

면역학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Kim, 

1998), 히스타민과 TNF-a 분비를 억제하는 항알러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송미영, 2005: 박영인, 2000). 

그러나 스피루리나에 대한 화장품 소재로서의 항염증과 항

노화, 미백효과에 대한 보고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인체에 무해

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천연 물질인 스피루리나 추출물

을 이용하여 피부 트러블의 완화와 피부 노화 억제, 미백 화장

품의 유효 성분으로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천연 화장품 

응용소재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스피루리나 추출물

의 항염증과 항노화,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이

와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재료 및 기기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butylat- ed hydroxy toluene (BHT), 

3,5-dinitrosalocylic acid (DNS), glucose, caffeic acid, 

quercetin, arbutin, pyrogallol, griess reagent, tris-HCl buffer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EDTA), aluminium 

nirate, potassium acetate, sodium phosphate buffer를 사용

하고(Sigma),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USA),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와 L-tyrosine,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 streptomysin, 

formaldehyde, arbutin,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PBS), easy blue, chloroform, isopropanol (Sigma)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저해제로 SP600125 (JNK inhibitor), SB203580 

(P38 inhibitor), PD98059 (ERK/MEK inhibitor), LY294002 

(PI3K inhibitor)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Calbiochem, USA), 그 

외의 기타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인 B16F10 melanoma 세포, RAW 

264.7 macrophage는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분양하여 사용하였

으며, 배양 시에는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USA)에 사용하였으며,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과 1% penicillin/ streptomycin 

(100 IU/ 50 mg/mL)이 첨가하여 37°C로 유지되는 5% CO2 

습윤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 방법

1) 시료의 준비

본 연구에서 실험재료로 사용된 스피루리나는 2014년 3월 

11일 Purebulk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스피루리

나는 40배 무게의 증류수를 가한 후 4 h 냉동실에서 냉동하여 

25℃, 150 rpm의 인큐베이터에서 72 h 진탕하여 그 추출액에 

20 min간 초음파 적용 후 원심분리기에서 8,000 rpm, 20 min

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어 동결건조하여 항염증과 미백

효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항염증 측정

(1) 세포독성 측정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독성농도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Neutral Red (NR)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orenfreund 

& Puemer, 1985). 세포주는 RAW264.7, B16F10 melanoma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well당 3×10⁴ cells/

well의 농도로 분주하고 스피루리나을 각각 농도가 되도록 첨

가한 후 24 h 동안 37℃에서 CO2 배양기에서 부착시켰다. 세

포부착 확인 후 시료를 농도별로 무혈청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

한 후 48 h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는 배양액을 NR solution 

(Sigma, USA)이 1% 포함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3 h 배

양한 다음 현미경 하에서 neutral red의 결정화 유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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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세포고정액으로 formaldehyde 용액 10%가 첨가

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각 well에 100 µL

로 20 min 처리하여 고정하였다.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을 각 

well에 100 µL씩 분주하여 세포내의 neutral red를 추출하고 

microplate reader (Synergy-HT,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세포 생

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김은주, 2013).

세포생존율(%)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 nm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 nm
×100

(2) Nitric oxide 생성 억제능 측정

Green et al. (1982)의 방법에 따라 NO 생성 저해능을 측정

하기 위하여 세포 배양액내 NO 양을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5×10⁴ cells/well의 농도로 분

주하고 24 h 동안 배양한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LPS 

(lipopolysaccharide) 1 µL/mL이 처리된 배지에 스피루리나를 

각 농도별로 가하여 48 h 동안 배양한다. New plate에 배양된 

세포 배양 상층액 100 µL와 griess reagent 100 µL을 가하여 

차광된 상태에서 10 min간 반응시키고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NO 생성 억제능(%) = 100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 nm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 nm
×100

2) 멜라닌 생성 억제 측정

(1) 멜라닌 색소 생성억제

B16F10 melanoma 세포를 이용하여 스피루리나의 멜라닌 

생성 억제능을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B16F10 melanoma 

세포를 2×10³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고, 세포가 바닥에 부

착할 수 있도록 24 h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부착 확인 후 멜라

닌 생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혈청 5%와 α-MSH 10 µM 이 포함

된 배지로 갈아준 후, 스피루리나를 각 농도별로 처리 후 배양 

하였다. 분비된 멜라닌의 양은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arbutin을 배양용 배

지에 용해하여 사용하였으며, 멜라닌 생성량을 α-MSH 무처리

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김은주, 2013).

(2) 티로시나아제 활성억제

스피루리나에 의한 세포내 kinase의 활성화를 확인하기위

해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스피루리나 10 µM을 처리

하고 24 h 배양한 HDF 세포를 수확하여 PBS로 세척 후 RIPA 

buffer (50 mM Tris-Cl (pH 7.5), 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proteaseinhibitor 

cocktail (Roche, Switzerland))를 첨가하고 얼음에서 30 

min간 방치하여 세포를 용해하였다. 용해된 세포는 4℃에서 

12,000 g로 30 min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상등 액은 SDS sample buffer (60 mM Tris (pH 6.8), 

14.4 mM 2-mercaptoethanol, 25% glycerol, 2% SDS, 0.1% 

bromo-phenol blue)를 첨가하고 100℃에서 5 min간 끓여 단

백질을 denatu- ration 시킨 후 단백질을 SDS-PAGE로 분자

량별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100 V의 조건에서 1 h 동

안 nitrocellulose membrane (W hatman, UK)으로 transfer 

하였다. 단백질이 옮겨진 membrane은 0.1% BSA 용액에 

blocking하고, 그 후 membrane을 primary antibody 용액

에 담가 4℃에서 18 h 교반하였다. Primary antibody가 처리

된 membrane은 TBS/T (10 mM Tris-Cl (pH 7.5), 150 mM 

NaCl, 0.2% Tween 20)로 교반기에서 5 min씩 3회 세척하였

다. 세척된 membrane을 화학적 형광을 낼 수 있는 horsera-

dish peroxidase (HRP)가 결합 되어 있는 secondary antibody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2 h 처리 후 다시 TBS/T로 5 min씩 3

회 세척하였다. Secondary antibody가 처리된 membrane은 

supersignal west pico solution (Pierce, USA)을 처리하고 암

실에서 실험용 필름(Konica, Japan)으로 덮어 필름에 감광을 

유도한 후 자동현상기(QX-130II, Konica)를 이용하여 현상

하였다. 현상된 필름 상에 있는 단백질 band는 densitometer 

program인 ImageJ (NIH, USA)를 이용하여 band 크기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Antibody는 β-actin primary antibody 

(Sigma)를 사용하였다(윤영민, 2012).

3) 항노화 측정

(1) 콜라겐 생성 촉진능 측정

HDF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well 농도로 분주

하고 24 h 동안 배양하여 콜라겐 생성 촉진을 측정하였다. 세

포 부착 확인 후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하여 첨가하여 48 h 동

안 배양하였다. 배양 상층액 50 mL을 maxisorb 96 well plate

에 옮긴 후 carbonate coating buffer (Na2CO3+NaHCO3 

+10% NaN3, pH 9.5) 100 mL을 첨가하여 4°C에서 24 h 동

안 고정시켜 PBS-T (PBS, 0.05% Tween-20) 200 mL로 3

회 washing을 하고 blocking solution (PBS, 0.1% BSA) 100 

mL로 37°C에서 1 h 동안 blocking을 하였다. Blocking 후 

PBS-T 200 mL로 3회 washing 하고 blocking solution으

로 1000배 희석한 primary antibody (anti-collagen type Ⅰ

-Ab mouse IgG) 100 mL를 각 well에 처리하고 37°C에서 1 h 

동안 방치하였다. PBS-T 200 mL로 3회 washing 후 alkaline 

phosphatase가 접합된 secondary antibody (anti-mouse 

IgG-antibody)를 blocking solution으로 4000배 희석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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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well에 100 mL씩 처리하고 37°C에서 1 h 동안 방치하였다. 

마지막으로 PBS-T 200 mL로 3회 washing하고 substrate인 

p-nitrophenyl phosphate (in 9.7% diethanolamine buffer, 

0.5 mM MgCl2, pH 9.8)를 각 well에 200 mL씩 첨가한 후 

plate를 aluminium foil로 감싼 뒤 37°C에서 1 h 동안 반응시

키고 40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MMP-1의 발현 억제 측정

HDF cell을 96 well plate에 well당 3×104 씩 부착시켜 12 

h 후 상등액을 버리고 DMEM에 녹인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후 UVB를 20 min간 조사하고 24 h 배양하였다. 그리고 배

양 상층액 100 µL를 96 well plate에 옮긴 후 coating buffer 

100 µL을 첨가한 후 overnight시켰다. 또한 배양 상층액 제거 

후 washing buffer (0.1% Tween20을 함유)로 3번 washing 

하였다. Blocking buffer (0.1% BSA 함유) 100 µL처리 후 37°

C에서 1 h 반응시키고, 배양 상층액 제거 후 (0.1% Tween20 

함유) buffer로 3번 washing 한다. 1,000배 희석한 primary 

antibody (anti-MMP-1 mouse antibody)를 50 µL 처리 후 

37°C에서 1 h 방치한 후 배양 상층액 제거와 washing buffer

로 3번 washing (0.1% Tween20 함유)한다. 4,000배 희석한 

secondary antibody(alkaline phosphate conjugated anti-

mouse IgG antibody)를 50 µL 처리 후 37°C에서 1 h 방치한

다. 배양 상층액 제거 후 washing buffer로 5번 washing 한다. 

1 mg/mL의 농도로 녹인 p-nitrophenyl phosphate (pNPP) 

100 µL를 각 well당 처리 후 37°C 암실에서 1 h 방치한다. 그 

후 405 nm 흡광도에서 측정한다.

본 실험은 HDF 세포에 대한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MMP-

1 발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HDF 

세포에 24 h 동안 처리한 후 배양 상층액을 취하여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방법으로 MMP-1 

함량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항염증 효과

1)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을 확인하기위하여 NR assay를 실

시하였다. RAW 264.7 세포에 대해 스피루리나를 3, 6, 12, 

25, 50 ㎍/mL 농도별로 세포독성을 실험한 결과 스피루리

나 농도 3 ㎍/mL에서 세포생존도 85% 이상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염증유발 물질인 LPS 

(lipopolysaccharide) 100 ㎍/mL와 이에 반응하는 스피루리

나와 같은 녹조류인 클로렐라 추출물 조절작용 연구에서 농도 

3-50 ㎍/mL까지는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홍종철, 2003). 본 연구에서도 스피루리나 농도 50 ㎍/mL

까지 RAW 264.7 세포생존율 8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농도별 세포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스피루리나 농도 50 ㎍/mL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실시하였고, 화장품 개발 및 응용에서 피부 안전성이 매우 우수

할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1). 

2) RAW 264.7 세포에 대한 Nitric oxide 생성능 억제

염증유발 물질인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각 추출물 3, 6, 

12, 25, 50 ㎍/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스피루리나 농도 

12, 25, 50 ㎍/mL에서 NO 생성을 47, 63, 60% 차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RAW 264.7 세포에서 스피루리나의 

NO 생성억제에 관한 효과 연구에서와 같이 스피루리나 50 ㎍

/mL 농도범위 내에서 세포독성 없이 NO 생성을 억제하는 결

과와 일치한다. 스피루리나는 RAW 264.7 세포에서 염증반응

과 관련된 효소인 iNOS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하며(김미정, 

2011), Immediate-tyoe allergic reactions를 유도하는 알레

르기 반응 매개물인 β-hexosaminidase과 late-type allergic 

reaction를 유도하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의 분

비를 억제한다고 보고된바 있다(송미영, 2005). 

Figure 1. Change of cell viability of Raw 264.7 treated with 
Spirulina pla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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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ion of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264.7 
treated with Spirulina pla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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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피루리나에 의해 많은 염증관련 메커니즘이 제한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2).

2.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

1) B16F10 melanoma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세포증식과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피루리나의 B16F10 

melanoma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나타낸 것이다. 스피루리

나 농도가 가장 낮은 5 ㎍/mL부터 10, 20, 50, 100 ㎍/mL까지 

세포생존도 80% 이상을 유지하여 B16F10 melanoma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ure 3). 

2)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멜라닌 형성 세포인 B16F10 melanoma 세포에 α-MSH

를 가하여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농도별로 적용하여 멜라닌 생

합성 억제효과를 실험하였다. 스피루리나 농도 12.5 ㎍/mL에

서 대조군인 Arbutin 300 ㎍/mL에 비해 약 4.6% 정도, 50 ㎍

/mL에서는 14%이상의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영식 등(2013)은 고리매(Scytosiphon lomentaria; 

SL), 미역쇠(Endarachne binghamiae; EB), 왜모자반

(Sargassum yezoense; SY), 감태(Ecklonia cava; EC), 톳 

(Sargassum fusiforme; SF) 5가지 해조류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저해 효능을 비교 실험하였는데, 100 µg/mL의 농도에서 

각각 19.1, 52.9, 12.9, 10.0, 37.0%의 저해율을 보였고, 세

포 생존율 실험 결과 세포 독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

고, 미역쇠추출물 100 µg/mL 농도로 처리 시, 양성대조군인 

Arbutin을 100µM 처리(42.7%)했을 때보다 멜라닌생성 저해

효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해조류의 미백 효과가 우수

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합성원료로 쓰이는 대표적인 Tyrosinase 활성 억제

제인 Arbutin을 사용한 미백화장품보다 높은 멜라닌 생성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천연 물질인 해조류의 스피루리나 추출물

이 미백 화장품 제제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Figure 4). 

3)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능

멜라닌 생합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α-MSH

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Westen blotting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멜라닌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산화효소인 티로시나아제

는 스피루리나의 농도 5 ㎍/mL 농도에서는 낮은 활성 억제능

을 보였고, 25 ㎍/mL 농도에서는 저농도에 비해 크게 활성 억

제능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되는것을 확인하였다. 

α-MSH가 티로시나아제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의 효

Figure 3. Chang of cell viability of B16F10 melanoma treated 
with spirulina plan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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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hibition of melanin synthesis in B16F10 melanoma 
treated with Spirulina pla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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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처리농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스피루리나 추출물은 천연 물질로서 미백효능이 있다고 사

료된다(Figure 5). 

3. 항노화 효과

1) HDF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스피루리나가 HDF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스피루리나 농도 5, 10, 20, 50. 100 ㎍/mL에서 실험한 결

과 5-100 ㎍/mL까지 모든 농도범위에서 세포 생존율 80% 이

상을 유지하여 스피루리나 농도 100 ㎍/mL까지는 실험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2)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 

HDF 세포에 UVB가 조사되면 세포내 DNA 손상뿐만 아니

라 광노화현상이 발생하며, HDF 세포의 광노화는 성장을 저

해하며 MMP의 발현을 촉진하여 진피 층에 존재하는 콜라겐의 

분해를 촉진시킨다(Kim et al., 2011a; Yoon, 2012). 발현된 

MMP는 콜라겐의 분해를 촉진하여 주름생성과 탄력감소를 야

기한다(Kang et al., 2003).

UVB (100 mJ/cm²)가 조사된 HDF 세포에서 스피루리나가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HDF 세포에 자외

선을 조사 하였을 때, 스피루리나 농도 5 ㎍/mL에서는 MMP-

1 발현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10, 20, 50, 100 ㎍/mL이후 

UVB만 조사한 100% 보다 33, 44, 50, 53% MMP-1 발현이 

감소하였다(Figure 7).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NHDF 자외선을 

조사한 시료를 각 농도별로 측정하여 0.0005-0.005%의 모든 

범위에서 자외선 처리로 감소한 콜라겐 합성량을 증가 시켰으

며, Lactobacillus와 Bacillus 발효한 스피루리나의 경우 UV 

조사 시 보다 0.005% 농도에서 31.3%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 

보고가 있었다(김동현, 2009). 

스피루리나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비타민 B12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phenoic acid, 

tocopherols, β-carotene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Herbert, 

1982)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스피루리나가 항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7).

Ⅳ. 결 론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 결과, 스피루리나의 

농도 3-50 ㎍/mL에서 세포생존도 85% 이상을 유지하여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염증유발 물질인 NO 생성량을 측

정에서는 LPS처리군보다 스피루리나의 농도 25 ㎍/mL에서 

NO 생성을 35% 이상 차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백 생

리활성은 멜라닌 세포인 B16F10 melanoma 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과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피루리나의 농도가 가장 

낮은 5 ㎍/mL부터 10, 20, 50, 100 ㎍/mL까지 세포독성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미백효능은 스피루리나의 농도 12.5 ㎍/mL

에서 대조군인 Arbutin 300 ㎍/mL에 비해 약 4.6% 정도, 50 

㎍/mL에서는 14% 이상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α-MSH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Westen blotting 분석

을 실시하여 멜라닌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산화효소인 티로시

나아제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MP는 

콜라겐의 분해를 촉진하여 주름생성과 탄력감소를 야기하여 항

노화와 관련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의 항노화 효과는 HDF 세포

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여, HDF 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

여, 스피루리나 농도 10, 20, 50, 100 ㎍/mL 에서 UVB만 조

사한 100%보다 33, 44, 50, 53% MMP-1 발현이 감소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스피루리나 추출물은 많은 염증관련 메커니즘을 제

한하며, 멜라닌 생성억제 효과를 가지는 미백 화장품 제제로써

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항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의 

소재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6. Chang of cell viability of HDF treated with Spirulina 
pla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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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hibition of MMP-1 production in HDF treated 
with Spirulina platensis extract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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