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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에 의한 각막 섬유아세포노화와 안지오제닌의 항노화 역할

Ultraviolet B-induced Senescence Model Using Corneal Fibroblasts and the 
Anti-aging Effect of Angiog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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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stablish a corneal-fibroblast senescence model induced by ultraviolet B (UVB) exposure and to investigate the an-
ti-senescence effect of angiogenin (ANG).
Methods: Fibroblasts were exposed to UVB (1 mJ/cm2) and then cultured with ANG-containing solution for 24 hours. The 
24-hour culture procedure was repeated for three days after UVB irradiation.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using the 3-[4, 5–dime-
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The degree of senescence was assessed using the ratio of sen-
escence-associated (SA)-β-gal-stained cells to total cells. The expression of age-related factors and degree of DNA damage 
were assessed via Western blot. Samples were divided into a non-UVB group, a UVB group without ANG treatment, and a UVB 
group with ANG treatment after irradiation (UVB + ANG).
Results: Cell viability in the UVB + ANG group was 11% higher than that in the UVB group (p < 0.05). The UVB + ANG group ex-
hibited a 10% lower degree of SA-β-gal staining compared with the UVB group (p < 0.05).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reduced expression of p53, p21, p16, and RB in the UVB + ANG group compared with the UVB group. The expression 
of phosphorylated histone (γ-H2AX) and p38 in the UVB + ANG group was less than that in the UVB group.
Conclusions: Senescence in corneal fibroblasts is induced by UVB, and ANG may exert an anti-aging effect by regulating the 
cell cycle through p53, p21, p16, and RB and reducing DNA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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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ultraviolet, UV) 노출은 군날개, 겉질백내장, 안검

의 기저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 광각막염(photokeratitis), 

기후작은방울각막병(climatic droplet keratopathy)과 같은 

여러 안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UVB는 UVA보다 에

너지 강도가 높으며 짧은 280-315 nm의 광선으로 눈에 노

출될 경우 대부분 각막에서 흡수된다.1 UV는 세포노화

(cellular senescence)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 세포노화는 UV, 감마선 조사, 화학약물, 산화적 손

상, 말단소립(telomere) 단축과 같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의

한 DNA 손상 반응에 의해 생기는 비가역적인 세포주기의 

정지이며, 오래된 또는 손상 받은 세포의 복제를 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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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방지한다.3,4 세포노화는 주로 종양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인 p53 및 p16의 활성화에 의해 세포주기

를 억제해 G1기에 머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3,5 장기간 

손상을 받아 노화된 세포(senescent cell)가 조직에 축적되

면 조직의 수복 및 재생 능력이 떨어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된다.4,6

최근 동물 연구에서 노화 세포의 세포자멸(apoptosis)을 

유도하여 노화 관련 표현형, 만성 질환, 노인 증후군을 막

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노화방지 요법이 세

포에 가역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7-9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항노화 요법이나 항노화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10-13 이 중 angiogenin (ANG)

은 14-kD의 ribonuclease (RNase) 5로, 종양 세포 조절 배지

에서 처음 신생혈관형성 유도인자로 확인되었으며 혈관 항

상성을 유지하고 세포 증식,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ANG은 최근 연구에서 신경보호, 항염증 

작용 및 세포 생존 촉진에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6-18 또한 암, 신경퇴행질환 등의 만성 질환에서 ANG의 

세포생존 촉진을 통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19-21

기존의 연구에서 강한 UV에 노출된 각막에서 세포자멸

이 유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하지만 약한 UV에 반복

적으로 노출된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어떤 변화가 유발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바 없다. 또한 ANG을 각막 섬유

아세포에 처리를 하였을 때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각막 

섬유아세포의 세포주기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

었다.23,24 하지만 노화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한 에너

지의 UVB (1 mJ/cm2)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세포노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ANG에 

의한 항노화 기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세포배양

섬유아세포(primary human keratocytes cells, aka corneal 

fibroblasts)는 ScienCell Research Laboratories로부터 구매 

후 5% CO2를 함유한 37°C 배양기에서 2%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ScienCell Research Laboratories, Carlsbad, 

CA, USA), Fibroblast Growth Supplement (ScienCell Research 

Laboratories) 및 antibiotic solution (penicillin, streptomy-

cin, 100 units/mL, ScienCell Research Laboratories)을 포함

한 Fibroblast Medium (ScienCell Research Laboratories)으

로 배양하였다. 보통 일차배양세포(primary culture cell)인 

경우 계대 배양을 할수록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고 10계대 

이상이 되면 배양되고 있는 세포가 senescence-associated 

(SA)-β-gal 양성인 세포가 나타난다.25 본 실험은 세포노화

와 관련된 실험으로 SA-β-gal 염색을 통하여 노화 정도를 

확인하므로 SA-β-gal 양성세포가 없는 계대에서 실험을 진

행하고자 모든 실험은 3계대에서 7계대 사이의 세포를 이

용하였다.

약물처리

UVB에 반복적인 노출이 섬유아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배양접시에 일차 배양한 각막 섬유아세포를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기에 넣어 세포를 부착시킨 뒤, 

배지를 흡입 제거하고 2% 우태아혈청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 배양액으로 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총 1 mJ/cm2
의 UVB (UV-1000; DongSeo Science Co., 

Ltd., Seoul, Korea)를 조사한 다음, 2% 우태아혈청이 첨가

된 새로운 DMEM으로 교환하였다. 그 후 ANG (R&D 

System, Minneapolis, MN, USA) 2 ug/mL을 비처리 또는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 다시 UVB를 조사 후 ANG를 처리

하는 과정을 3일간 반복하였다. 실험군은 UVB를 조사하지 

않은 non-UVB군과 UV 조사 후 ANG 약물 처리를 하지 않

은 UVB군, UVB 조사 후 ANG 약물 처리를 한 UVB + 

ANG군으로 나누었다.

세포생존율 측정

세포의 생존에 대한 효과는 세포생존과 세포독성의 

screening test로 이용되고 있는 발색검사법의 일종인 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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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assay를 이용하였다. 

MTT assay는 96 well plate에 세포를 분주, UVB를 처리한 

세포의 배지에 MTT 시약을 각 well당 20 μL씩 투여한 후 

2시간 동안 정치 배양한 배양액을 제거한 다음 dimethyl 

sulfoxide (Sigma Aldrich)를 각 well당 100 μL씩 넣어 10분 

이상 흔든 다음 spectrophotometer (SpectramaxTM 340PC384 

microplate photometer; Spectra Max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세포의 생존 정도는 UVB군과 UVB + ANG군의 값을 

각각 non-UVB군의 값으로 나눈 비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각막 섬유아세포의 노화

노화된 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β-galactosidase

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용의 senescence-associated β

-galactosidase kit (SA-β-gal, Cell Signa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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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ll viability of corneal fibroblasts was measured by 
3-[4, 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
mide (MTT) assay. (A) Cell viability after 24 hou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exposure of ultraviolet B (UVB). Doses 
ranged from 1 to 40 mJ/cm2. UVB of 1 mJ/cm2 was found to 
be subcytotoxic. (B) When corneal fibroblasts were irradiated 
with UVB (1 mJ/cm2) repeatedly for three days, cell viability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non-UVB group. Treatment
with angiogenin (ANG) significantly increased cell viability in 
UVB-irradiated corneal fibroblasts (*p < 0.05, †p <  0.005,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anvers, MA, USA)을 이용하였다.26 배지를 흡입 제거한 

후 염류용액으로 세척한 후 고정한 다음 SA-β-gal 염색

액을 넣어 1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때 노화된 세포는 

β-galactosidase를 발현하여 푸른색을 나타내므로 광학현미

경으로 β-galactosidase 양성인 푸르게 염색된 노화된 세포 

수와 전체 세포 수를 세어서 노화된 세포의 정도를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UVB가 처리된 섬유아세포를 PRO-PREP™ (iNtRON 

Biotechnology Inc., Seongnam, Korea)로 용해한 뒤 얼음 

위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한 다음 1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얻었다. bicinchoninic acid 

assay (Pierce™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Biotechnology, 

Inc., Rockford, IL, USA)법으로 단백질 농도를 측정한 후 

30 μg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분리한 뒤 nitrocellulose membrane 

(Pall Corporation, Port Washington, NY, USA)에 옮겼다. 

Membrane을 상온에서 5% 탈지분유를 포함한 1X TBST 

(50 mMNaCl, 20 mMTris, 0.005% Tween 20)로 blocking

한 후, 4°C에서 항체 p53, p21, p16, cyclin-dependent kinase 

(CDK)2, retinoblastoma protein (RB protein), p38, 인산화

된 히스톤 단백질(γ-H2AX, 1:1000, Cell Signaling Technology)

과 β-actin (1:2000, Sigma Aldrich)을 overnight으로 반응시

켰다. 세척 후, membrane을 horseradish peroxidase가 붙은 

항 mouse immunoglobulin G (IgG) 항체 또는 항 rabbit IgG 

항체(1:2000,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와 반응시킨 뒤, chemiluminescence 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 (Pierce Biotechnology, Inc., Rockford, IL, 

US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시행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모든 실험에서 UVB + ANG군의 대조군은 ANG 약물

처리를 하지 않은 UVB군으로 하였다. Non-UVB군, UVB

군과 UVB + ANG군의 비교는 일월변량분석(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결 과

UVB가 각막 섬유아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각막 섬유아세포에 1, 5, 7, 10, 20, 40 mJ/cm2

의 UVB를 조사하여 24시간 후 UVB의 노출 정도에 따른 

세포생존율을 MTT assay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각각 

96.56 ± 2.76%, 67.02 ± 2.52%, 46.30 ± 4.10%, 44.39 ± 

2.68%, 30.77 ± 2.28%, 28.82 ± 1.17%로 나타나 5 mJ/cm2 

이상에서는 세포생존율이 약 4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 1A). 본 연구는 UVB에 의한 세포노화에 대

한 연구로 세포자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1 mJ/cm2
의 UVB를 3일간 

반복 조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각막 섬유아

세포에 1 mJ/cm2
의 UVB를 조사했을 때 UVB군의 세포생

존율은 76.54 ± 2.57%로, non-UVB군의 세포생존율 103.06 ± 

1.48%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5). UVB + ANG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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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nescence detection by senescence-assoicated (SA) β-galactosidase staining. Photographs of SA-β-gal positive senescent 
corneal fibroblasts (blue color) after being exposed to ultraviolet B (UVB) (1 mJ/cm 2) irradiation are shown. The degree of SA-β-gal 
staining of corneal fibroblasts was higher in UVB and UVB + angiogenin (ANG) group compared to non-UVB group. The degree 
of SA-β-gal staining of corneal fibroblasts treated with ANG after UVB irradia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out ANG 
treatment (All Scale bars = 100 μm) (*p <  0.05, †p <  0.005, one-way analysis of variance).

의 세포생존율은 87.72 ± 0.43%로 UVB군에 비해 세포생

존율이 11%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1B).

UVB가 각막 섬유아세포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각막 섬유아세포의 노화 정도를 SA-β-gal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노화된 섬유아세포는 푸르게 염색되었다. 

non-UVB군의 세포노화 정도는 0.95 ± 0.03%였으며, UVB 

조사 후 UVB군의 세포노화 정도는 36.33 ± 1.20%로 

non-UVB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5). UVB + 

ANG군의 세포노화 정도는 26.00 ± 1.73%로 UVB군보다 

10% 유의하게 낮았다(p<0.05) (Fig. 2).

ANG이 각막 섬유아세포의 노화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각막 섬유아세포에서의 노화 관련인자의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p53 및 p21의 발현은 non-UVB

군에 비해 UVB군, UVB + ANG군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ANG을 처리하였을 경우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CDK2의 발현은 non-UVB군, UVB군, UVB + ANG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A). p16 및 RB의 발현은 

non-UVB군에 비해 UVB군, UVB + ANG군에서 모두 증

가하였고, UVB + ANG군은 UVB군에 비해 증가 정도가 

낮았다(Fig. 3B).

ANG에 의한 각막 섬유아세포의 DNA 보호 효과

ANG의 DNA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DNA 손상 

표지자인 γ-H2AX와 p38의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

인하였다.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γ-H2AX의 발현은 non-UVB

군에 비해 UVB군, UVB + ANG군에서 모두 증가하였으

며, UVB + ANG군이 UVB군에 비해 γ-H2AX 발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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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ressions of senescence factors assessed by Western blot. (A) Expressions of p53 and p21 were increased after ultra-
violet B (UVB) (1 mJ/cm2) irradiation and decreased after angiogenin (ANG) treatmen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yclin-depend-
ent kinase (CDK)2 was observed. (B) Expressions of p16 and RB were increased after UVB irradiation and decreased after ANG 
treatment.

Figure 4. DNA protective effect of angiogenin (ANG) assessed
by Western blot. Expressions of γ-H2AX and p38 were sig-
nificantly increased after ultraviolet B (UVB) (1 mJ/cm2) irra-
diation in corneal fibrobalsts. However when ANG was treat-
ed, expressions of γ-H2AX and p38 were less than that of the 
group without ANG treatment after UVB irradiation. 

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p38의 발현은 non-UVB군에 비해 

UVB군, UVB + ANG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UVB + ANG

군이 UVB군에 비해 p38 발현의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ANG 처리 후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DNA 손상 정도

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Fig. 4).

고 찰

본 연구는 각막 섬유아세포에서의 UVB 노출에 의한 세

포노화 모델과 이에 ANG이 가지는 항노화 기전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이다. 이전의 피부 섬유아세포 연구에서 UVB

를 여러 번 조사하여 세포노화 모델을 만든 연구들이 있

다.27-29 이를 참조하여 세포자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세

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UVB 조사량을 찾기 위해 각막 섬유

아세포에 1, 5, 7, 10, 20, 40 mJ/cm2
의 UVB를 조사한 뒤 

24시간 후 UVB의 노출 정도에 따른 세포생존율을 확인해

본 결과, 각각 96.56 ± 2.76%, 67.02 ± 2.52%, 46.30   

4.10%, 44.39 ± 2.68%, 30.77 ± 2.28%, 28.82 ± 1.17%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mJ/cm2
의 UVB를 3일

간 반복 조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막 섬유아세포의 생존능력은 

non-UVB군에 비해 UVB군은 76.54 ± 2.57%로 감소하였으

며, UVB + ANG군은 87.72 ± 0.43%로 감소하여 UVB군에 

비해 11% 높았다(p<0.005, p<0.05). 또한 SA-β-gal 염색 정

도는 non-UVB군에 비해 UVB군은 35% 증가였으며, UVB 

+ ANG군은 UVB군에 비해 10% 낮았다(p<0.005, p<0.05).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 강한 UV가 세포자멸을 일으켰

던 것과는 달리, 약한 UVB의 반복적인 노출은 각막 섬유

아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ANG

은 항노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화된 세포는 주로 p53/p21 경로와 p16/RB 경로의 활성

화를 통해 세포주기를 억제한다.3,5 p53은 p21을 활성화시

키고, p21은 cyclinE/CDK2의 활성을 저해하여 RB의 인산

화를 억제한다.3,5 p16은 p21과 독립적으로 cyclinD/CDK4, 

6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RB의 인산화를 억제한다.3,5 RB

는 G1기에서 S기로 진행하는 것을 조절하는 세포주기 조

절인자로, 인산화되지 않은 RB는 E2F 전사인자 기능을 차

단하여 세포주기가 S기로 진행하지 못하고 G1기에 머무르

게 한다.3,5,30 이전 암세포의 연구에서 ANG은 p53을 억제

하여 세포자멸을 막아 세포의 생존에 매개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31 이러한 ANG이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가지

는 세포주기 조절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으로 

세포주기 조절인자들의 발현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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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p53, p21, p16, RB가 UVB 조사 

후 발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G 처리는 

p53 및 p21의 발현을 감소시켰지만 CDK2의 발현에는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ANG 처리 후 p16 및 RB의 발현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NG은 세포주기가 

G1기에서 S기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p53, p21, p16, 

RB을 조절하여 항노화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21은 cyclinE/CDK2 뿐만 아니라, cyclinD/CDK4, 6과 

cyclinA/CDK2, cyclinB/CDK1 등 다양한 복합체의 활성을 

저해하여 세포주기 진행을 정지시킨다.32,33 본 연구 결과 

CDK2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p21과 관련된 인

자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화된 세포의 세포주기 정지는 DNA 손상 반응에 의해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알려졌다.34 γ-H2AX 단백질은 

노화된 세포에서 DNA의 안정화 및 수복에 관여하며, 세포

의 DNA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34,35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

로는 DNA 손상에 의한 급성 세포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인

산화에 의해 활성화되며, 세포노화기전에서 p53 및 p16 경

로를 활성화시켜 세포주기 억제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36,37 본 연구 결과, γ-H2AX 및 p38의 발현은 

non-UVB군에 비해 UVB군, UVB + ANG군에서 증가하였

으며, UVB군에 비해 UVB + ANG군에서 저해하였다. 이

는 ANG을 처리하였을 때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DNA 손상에 의한 

p38 의존적 급성 세포 스트레스 반응 또한 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NG은 DNA를 손상으로부터 보호

하여 항노화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외선에 노출된 후 군날개가 생긴 환자의 각막을 연구한 

결과, UV에 노출된 후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 및 

IL-8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MAPK 경로가 

포함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38,39 노화된 세포는 인터루킨,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단백분해효소 등 다양한 인자들을 

포함한 senescence-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 (SASP)

를 분비하여 인근 세포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노

화를 유발한다.40,41 p38 MAPK 경로의 활성화는 직접적인 

DNA 손상 또는 종양유전자 라스 단백질(Ras)에 의해 노화

가 유도된 세포에서 이러한 SASP의 발달에도 필요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37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와 같은 노화관련 

만성 염증과 관련된 여러 IL-6, IL-8, MMP-1 등의 인터루

킨, 사이토카인, 단백분해효소를 포함한 SASP의 변화에 대

해서는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40 향후 p53/p21 및 

p16/RB 경로 이외의 다른 노화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 경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UVB 노출은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세포노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ANG은 각막 섬유아세포에

서 p53, p21, p16, RB를 통해 세포생존을 조절하고, DNA 

손상 정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항노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ANG을 이용하여 각막에서뿐만 아

니라 다른 만성 노화관련 질환에서도 항노화 작용 및 세포

생존 촉진을 통한 치료제로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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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자외선에 의한 각막 섬유아세포노화와 안지오제닌의 항노화 역할

목적: 각막 섬유아세포의 ultraviolet (UV) B에 의한 노화모델을 확립하고 angiogenin (ANG)의 항노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대상과 방법: 섬유아세포를 UVB (1 mJ/cm2)에 노출 후 ANG 포함 배지로 24시간 배양했으며, 자외선 조사 후 배양하는 과정을 3일간 

반복하였다. 세포생존능력은 3-[4, 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로 평가하였으며, 세포

노화 정도는 전체 세포 수 중 senescence-associated (SA)-β-gal 염색된 세포 수의 비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노화관련 인자의 발현 

및 DNA 손상 정도는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은 non-UVB군, UVB 조사 후 ANG 처리를 하지 않은 UVB군, ANG 처리한 

UVB + ANG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 UVB + ANG군은 UVB군에 비해 세포생존능력이 11%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포노화 정도는 10% 유의하게 낮았다(p<0.05, 
p<0.05). 노화관련 인자의 발현은 UVB + ANG군이 UVB군에 비해 p53, p21, p16, RB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인산화된 히스톤 단백질

(γ-H2AX)과 p38의 발현은 UVB + ANG군이 UVB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결론: UVB는 각막 섬유아세포에서 세포노화를 유발하며, ANG은 p53, p21, p16, RB를 통해 세포주기를 조절하고 DNA 손상을 감소시

켜 항노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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