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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oxidative damage and changes of retinas by blue light through zebrafish and to confirm the pro-
tective effect of polyphenol on retina cells using grape seed-derived polyphenols.
Methods: To induce oxidative damage and changes of the retina by blue light, blue light LED (10,000 Lux, 480 nm) was added 
to the zebrafish grown in the dark room after pretreating polyphenols derived from grape seed at various concentrations (0, 0.1, 
1, 10 μg/mL, respectively) for 4 days. Changes in retinal thickness and numbers of outer nuclear layer nuclei through hematox-
ylin & eosin staining were evaluated.
Results: Photoreceptor layer thickness of blue light exposed group was significantly thinner than the group without blue light 
(108.1 ± 27.7 μm vs 41.1 ± 17.0 μm). As pretreated polyphenol concentration increased, photoreceptor layer thickness was in-
creased (41.1 ± 17.0, 56.3 ± 18.6, 90.7 ± 23.7, 99.1 ± 23.1 μm, p < 0.05), and damage to outer nuclear layer nuclei was also 
decreased. 
Conclusions: Exposure to blue light is an important factor for increasing oxidative stress in the retina. Grape seed-derived poly-
phenols have been shown to protect photoreceptor cells and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from oxidative stress. This suggests 
that the antioxidant effect of polyphenol compounds may help suppress the progression of retinal diseases associated with oxi-
dative stress such as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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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하루 중 다양한 빛에 노출된다. 최근에는 특히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의 사용량이 증가

하면서 기기에 의한 청색광(blue light) 노출이 증가하고 있

다.1,2 나이, 흡연과 더불어 자외선 노출 시간의 증가는 황반

변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비교적 짧은 파장

(380-530 nm)을 지닌 청색광은 높은 에너지의 가시광선으

로 산화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나이관련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과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의 발병기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나이관

련황반변성은 주로 고연령층에서 황반부에 드루젠(drusen)

의 침착과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오는 질환으로 후기로 진

행될 경우 황반 중심부에 지도형 위축(geographic atrophy)

이나 맥락막신생혈관(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이 발생

하여 회복 불가능한 중심시력손상을 일으킨다.5,6 

산화스트레스는 나이관련황반변성을 일으키는 병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화스트레스는 주로 망막색소상피(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와 맥락막모세혈관(choriocapillary)

에 손상을 주어 황반변성을 발생시킨다. 특히 RPE는 망막

과 맥락막모세혈관 사이에 단일층을 이루고 있는 세포층으

로 생리적으로 광수용체의 영양 공급과 대사물질의 배출 

및 탐식(autophagy) 등 시력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소소모량이 많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다.7,8

청색광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는 RPE 세포와 광수용체 

(photoreceptor) 세포에 손상을 준다. RPE의 손상은 bis-reti-

noid, N-retinylidene-N-retinylethanolamine (A2E) 등과 같

은 지방갈색소(lipofucin)의 침착에 의해 유도되어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발생을 일으킨

다.9,10 ROS 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나 리소솜(lysosome)의 

손상을 주어
11,12 대사물질의 배출 및 탐식과 같은 세포 제

거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13 caspase-3의 활성화에 의해 세

포자멸사(apoptosis)을 유발하여 망막 조직의 손상을 일으

킨다.14 
광수용체 세포 또한 caspase-3와 로돕신(rhodopsin)

에 의해 손상을 받게되어 결국 시력저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및 물질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에서 유래한 폴리페놀과 같은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17 폴리페놀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

나 프로안토시아니딘(proanthocyanidin) 등이 풍부하여 항

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vitis vinifera의 포도씨에서 유래된 

폴리페놀(grape seed-derived polyphenol, GSP)은 프로안토

시아니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강한 항산화 효과로 산화스

트레스 모델에서 치료적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18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GSP 화합물이 산화스트레스가 

유도된 in vitro 인간 RPE 세포의 세포 내 ROS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19 

제브라피쉬 망막은 인간의 망막과 같이 원뿔세포가 풍부하

고 구조가 비슷하여 나이관련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을 연구

하기에 좋은 모델이다.20-22 본 연구에서는 청색광에 의한 

제브라피쉬 광수용체층의 구조적 변화와 세포핵 수를 관찰

하고 분석하고
23 청색광의 산화스트레스로부터 GSP 화합

물의 망막 보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제브라피쉬

산란 후 6개월이 지난 성체 제브라피쉬(Danio rerio) 50마

리를 5개의 아크릴 수조에 10마리씩 나누었다. Westerfield24

의 husbandry technique을 사용하여 28.5°C 온도와 200 lux 

조명 아래서 14시간 명:10시간 암 주기를 7일간 유지하였

고 이후 7일간 암실에서 성장시켰다. 각 수조는 5 L의 동일

한 크기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 수중 워머를 이용해 수

조 내 온도를 유지하였다. 어분, 새우분, 크릴분, 곡류가 혼

합된 상용먹이를 각 수조에 동량으로 하루에 1회 제공하였

다. 본 연구는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ARVO) Statement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였

고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 번호: KHSASP-20-136)을 받아 

진행하였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전처리

폴리페놀 화합물의 RPE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브라피쉬에 GSP를 전처리하였다. GSP는 유럽종 포도인 

vitis vinifera의 건조된 씨를 분쇄한 다음 에탄올을 이용하여 

가온 추출한 후 감압여과 및 농축하여 분말 상태로 얻었다. 

GSP의 농도에 따른 망막 조직의 손상 정도를 비교 분

석하기 위해 폴리페놀을 처리하지 않은 2개 군과 각각 

0.1 ug/mL, 1 ug/mL, 10 ug/mL 농도의 GSP로 처리할 3개 

군으로 나누었다. 분말 상태의 GSP 100 mg을 전자저울로 

정량하여 100 mL 증류수에 녹여 1,000 ug/mL 농도의 용액

을 제조하였고 광원 노출 전, 각 군별로 농도 조건에 맞게 

아크릴 수조 물에 첨가하여 희석하였다. 

광원에 대한 노출

7일간 명/암 주기를 유지한 제브라피쉬를 광원에 노출 전 

7일간 암실에서 성장시켰다. 청색 발광 다이오드(blue light 

LED, 10,000 lux, 480 nm, Samhong LED, Busan, Korea)는 

아크릴 수조 위 50 cm 거리에서 조사하였다(Fig. 1). 수조 

반대편의 조도(아크릴 1층과 물 통과)는 휴대용 조도계 



79

-남상휴 외 : 제브라피쉬에서 폴리페놀의 망막 보호 효과-

Figure 1. Picture of Zebrafish aquarium. Blue light emission 
diode (LED) with zebrafishes in the net.

Figure 2. Cross-sectional hematoxylin and eosin (H&E)-stained 
histology of zebrafish retina structure (×400). GCL = ganglion 
cell layer; IPL = inner plexiform layer; INL = inner nuclear 
layer; OPL = outer plexiform layer; ONL = outer nuclear layer; 
IS = inner segment; OS = outer segment; PL = photoreceptor 
layer; RPE =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MT-30, Cosiki)로 측정하였고, 6,000 lux였다. 수조의 가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조의 온도를 확인하였

다. 폴리페놀을 처리하지 않은 1군은 4일 간 명/암 주기를 

유지한 일상 환경에 노출시켰고, 나머지 4군은 명암 주기를 

유지하며 각각의 수조에서 광원에 4일간 노출시켜 성장시

켰다.

제브라피쉬 조직(망막) 획득

광원 노출 종료 후 제브라피쉬 조직 획득을 위해 마취를 

수행하였다. 각 수조의 제브라피쉬는 제브라피쉬 은행 운

영지침서에 따라 Tricane (4 mg/mL, Ethyl 3-aminobenzoic 

methanesulfon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하였고 제브라피쉬의 마취가 완벽히 시

행된 후, 안락사를 위해 2-phenoxyethanol (0.4 mg/L)을 투

여하였다.

미세핀셋을 이용하여 결막을 잡아당겨 안구를 적출하여 

고정액(0.1M phosphate buffer [PB], pH 7.4, 4% paraf-

ormaldehyde)에 넣고 실온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였

다. 조직검사를 위해 파라핀 블록을 만들고, 7 µm 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조직 분석

광원 현미경을 통해 H&E 염색이 완료된 망막 조직의 구

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각 군별로 시신경유두(optic disc)를 

포함하거나 시신경에 근접한 망막 조직을 선택하였다. 선

택한 조직에서 절편을 만들고 5개의 섹션을 랜덤하게 선별

하여 망막 형태의 정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각의 사진에

서 광수용체층(photoreceptor layer), 외핵층(outer nuclear 

layer)의 두께를 측정하고 세포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외핵층 세포핵(ONL nuclei)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광수용체층의 두께는 바깥경계막(external limiting mem-

brane)부터 광수용체층의 외절(outer segment)의 가장자리

까지 측정하였고 동일한 섹션에서 외핵층의 두께를 재고 

외핵층의 100 µm 거리 내에 있는 핵의 수를 측정하였다

(Fig. 2).

통계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포함된 제브라피쉬 각 

군별 망막두께, 세포핵 수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분석하였

다. 각 군 간 결과치의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Bonferroni’s 

mothod로 사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각각의 군별로 10마리 제브라피쉬의 망막 조직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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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lue light exposed (GSP concentration, μg/mL)

0  0.1 1  10

A B C D E

Figure 3. Hematoxylin and eosin (H&E)-stained (×200), eyes from adult zebrafish were isolated either without blue light treatment 
or 4 days of blue light exposure. (A) Control group, (B) blue light exposed group without grape seed-derived polyphenols (GSP) 
treatment. (C-E) Blue light exposed group after GSP treatment ([C] 0.1, [D] 1, [E] 10 μg/mL).

Number
Blue light 

treatment (days)
Light/dark time 

(hours)

Retinal morphometry mean values
PL 

(μm)
ONL 
(μm)

ONL nuclei 
(100 μm)

p-value

Control 28 0 14/10 108.1 ± 27.7 17.3 ± 5.5 89.0 ± 25.4 -
GSP treatment (μg/mL)

0* 20 4 14/10 41.1 ± 17.0 10.4 ± 6.3 49.9 ± 15.5 <0.05
0.1* 14 4 14/10 56.3 ± 18.6 14.0 ± 5.7 46.3 ± 19.8 <0.05
1 15 4 14/10 90.7 ± 23.7 17.1 ± 4.1 64.1 ± 22.5 0.16
10 10 4 14/10 99.1 ± 23.1 16.8 ± 6.6 78.4 ± 23.7 0.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L = photoreceptor layer, ONL = outer nuclear layer; GSP = grape seed-derived polyphenols. 
*Significant differences using analysis of variance.

Table 1. Zebrafish retinal morphometry

을 시도하였다.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과의 

측정은 제브라피쉬의 중심 망막 근처로 제한하였다. 대상과 

방법에서 서술하였듯이 제브라피쉬 한 마리당 시신경유두

가 보이거나 이에 근접한 부위 중 망막 조직이 찢어졌거나, 

일부 손실 또는 망막층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였고, 

망막박리가 보이지 않는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당 5개 섹션

에서 두께를 측정하였다(control, n=28; 0 µg/mL, n=20; 0.1 

µg/mL, n=14, 1 µg/mL, n=15; 10 µg/mL, n=10) (Fig. 3).

청색광에 의한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색광에 노

출되지 않은 대조군과 4일간 청색광에 노출되고 GSP를 처

리하지 않은 제브라피쉬군의 조직 사진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청색광에 노출된 군은 광수용체층의 두께

가 유의하게 얇아지고(108.1 ± 27.7 μm vs. 41.1 ± 17.0 μm) 

층의 불규칙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외핵층의 

세포핵 수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89.0 ± 25.4 vs. 

49.9 ± 15.5) (Table 1, Fig. 4).

GSP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GSP의 농도를 달리하여

(0.1, 1, 10 μg/mL) 전처리한 제브라피쉬에 청색광을 4일간 

노출시킨 후 망막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GSP를 전처

리한 경우, 청색광만 노출되었을 때보다 광수용체층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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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Effect of blue light and protective role according to 
grape seed-derived polyphenols (GSP) concentration in mor-
phologic changes of Zebrafish retina. Control as none treated 
blue light nor GSP. (A) Photoreceptor layer thickness, (B) out-
er nuclear layer thickness, (C) number of outer nuclear layer 
nuclei.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control group using anal-
ysis of variance.

Figure 5. Morphologic changes of Zebrafish retina due to grape 
seed-derived polyphenols (GSP) concentration. Photoreceptor 
layer thickness, Outer nuclear layer (ONL) nuclei numb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more than 1 ug/mL concentration 
of GSP. ONL thick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0.1 
ug/mL concentration of GSP. PL = photoreceptor lay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using analysis of 
variance.

핵층의 두께가 두꺼웠으며, 외핵층 세포핵 수 또한 상대적

으로 많았다. GSP의 농도를 높여 전처리를 할수록 미처리

군에 비하여 제브라피쉬의 망막두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 세포핵 수 또한 감소량이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청색광에 노출시킨 GSP 미처리군과 비교하여 

GSP 0.1 μg/mL 전처리 시 광수용체층 및 외핵층두께, 외핵

층 세포핵 개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GSP 

농도 1.0 μg/mL 이상 전처리(1.0, 10 μg/mL) 시 미처리군

에 비해 망막두께 및 세포핵 개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Fig. 5).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색광이 제브라피쉬의 망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GSP의 망막 보호 효과 및 농도별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4일간 청색광에 제브라피쉬를 

노출시켰을 때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망막 광수용

체층, 외핵층의 두께, 외핵층 세포핵 수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두께의 감소와 더불어 외핵층 세포핵 수의 감소는 

광수용체 세포의 절대적 소실을 보여주며 GSP를 전처리하

였을 경우 미처리군 대비 광수용체층, 외핵층의 두께 증가, 

외핵층 세포핵 수 감소의 망막 보호 효과를 보였고 이는 일

정 수준 GSP 농도(0.1, 1, 10 µg/mL)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

였다(Fig. 4). 또한 이전 연구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빛을 

가하여 제브라피쉬의 망막 손상을 보고한 것과 다르게,25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 패턴과 유사한 14시간 광원 노출, 

10시간 암실을 유지한 조건에서도 제브라피쉬의 광수용체

의 유의한 손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0.1 µg/mL의 GSP 

농도를 전처리하였을 경우 유의한 보호 효과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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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1 µ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에 비례하여 광원

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관찰

하였다(Fig. 5). 이는 저자들의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값

을 갖는데 당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양된 인간 RPE 세포

를 과산화수소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 시 세포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GSP 전처치 시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농도에 비례하여(0.1, 0.5, 1, 5, 10 µg/mL) 세

포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19

위 결과는 두 가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광수용

체에 직접 작용하는 광원에 대한 폴리페놀의 보호 효과이

다. 이전 연구에서 광치료에 의한 포유류 광수용체 세포의 

세포자멸사
26 및 소의 광수용체 세포의 세포 사멸을 in vi-

tro27
에서 확인하였고, Ogawa et al28

은 in vitro에서 폴리페

놀이 광수용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함을 발표하였다. 광원은 

광수용체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손상을 일으키며 폴리페놀

은 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는 광원에 의한 RPE의 손상에 대한 폴리페놀의 보호 효과

이다. 저자들은 in vitro에서 광원에 의한 RPE의 손상을 확

인하였고, 폴리페놀의 의한 RPE의 보호 효과 또한 확인하

였다.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n vivo에서 제브라피쉬 망막

의 광원에 대한 RPE의 직접적인 손상을 확인하기 어려웠

고, 광수용체층, 외핵층의 두께와 외핵층핵 수로 간접적으

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생각할 때 결국 청색광은 광수용

체와 RPE에서 모두 손상과 사멸화 과정을 일으키며 폴리

페놀은 광수용체의 직접 보호와 RPE의 보호로 인한 광수

용체 대사 보호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과량의 광원 노출은 망막 광수용체

와 RPE에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며 이는 광수용체 내 간상

세포의 로돕신(rhodopsin)에 의한 청색광 흡수에 의한 것으

로 밝혀져 있다.29,30 로돕신에 있는 RPE65 단백질은 빛 흡

수에 필수적인 물질로 빛에 의한 손상 또한 이 물질에 의해 

매개된다.31 반복적인 광입자의 흡수는 로돕신의 반복적인 

재생성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세모 자멸사의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32 특히 짧은 파장의 청색광과 자외선이 

지닌 높은 에너지 광자들은 흡수되어 광수용체와 RPE에 

손상을 일으켜 ROS를 생성하며
10,33 이는 리소솜, 미토콘드

리아 DNA의 손상,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ascular endo-

thelial growth factor)의 증가, 염증 반응의 증가와 같은 변

화를 일으킨다.14,34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GSP는 산화스

트레스로부터 RPE와 광수용체의 손상을 줄이는 작용이 있

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100 µg/mL 이상의 GSP 처

리는 오히려 망막 세포활성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19 이는 

고농도의 식물화합물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superoxide 

radical (O2) 생성을 증가시키거나 세포 DNA를 손상 또는 

세포 자멸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35-37

연령이 증가할수록 ROS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에 더 취약

해진다. 연령에 따라 지방갈색소(lipofucin)가 증가하기 때

문이며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방

갈색소 생성(lipofuscionogenesis)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8 지방갈색소는 RPE에 축적되는 물질로 빛에 

의해 산화되어 산소흡수율을 결정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RPE에 

축적된 지방갈색소는 특히 청색광에 의해 활성화되어 산소

요구량을 높이며 ROS 등의 생성을 높여 RPE 세포의 손상

으로 이어진다.40 결국 지방갈색소의 활성은 RPE에 산화스

트레스를 일으켜 노년층과 황반변성 환자에게서 세포 자멸

사를 유도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항산

화 작용이 중요하며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research 

group (AREDS)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을 규칙적으

로 섭취하는 것이 나이관련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 카로틴(beta carotene), 징크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보

충제나 루테인(lutein), 지아잔틴(zeaxanthin), 오메가3 지방

산(omega-3 fatty acids)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41,42

본 연구에 사용된 GSP는 유럽종 포도인 vitis vinefera의 포도

씨에서 추출하였고, 폴리페놀은 주로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에피카테친(epicatechin), 갈로카테친(gallocatechin), 에피카

테친 3-0-갈레이트(epicatechin 3-0-gallate), 프로사이아니딘

(procyanidin)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안토시아니딘에 

의해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비타민 E의 20배, 비타민 

C의 50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18,43 프로안토

시아니딘은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을 줄이고, 과산화수소

와 초과산화물과 같은 ROS들과 반응하거나 세포막의 지질

막을 안정화시켜 항산화 효과를 얻으며 베타-아밀로이드

(ß-amyloid) 침착에 의한 신경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보고되었다.44,45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으며 앞으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

할 것이다. 전자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청색광의 노출은 망

막의 산화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는 

제브라피쉬를 통해 청색광에 의한 망막의 구조적 손상과 

변화를 관찰 및 측정하였고 GSP의 망막 보호 효과를 확인

하였다. 다만 제브라피쉬 조직을 얻는 과정에서 찢어지거

나 보존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개체수가 부족한 

점, 저농도의 GSP에서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기전에 대하

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 RPE의 직접적인 손상을 in viv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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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

로 GSP는 강한 항산화 효과로 나이관련황반변성 진행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실제 환자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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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청색광에 의한 제브라피쉬의 안구 변화 및 

포도씨 유래 폴리페놀 화합물의 보호 효과

목적: 제브라피쉬를 통해 청색광에 의한 망막의 산화적 손상 및 변화를 확인하고 포도씨 유래 폴리페놀을 활용하여 폴리페놀의 망막 

보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제브라피쉬를 다양한 농도의 포도씨 유래 폴리페놀로 전처치한 후(각각, 0, 0.1, 1, 10 μg/mL), 청색광에 의한 망막의 

산화적 손상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색 발광 다이오드(10,000 Lux, 480 nm)를 4일 동안 처리하였다. 망막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ematoxylin & eosin 염색으로 광수용체층 및 외핵층의 두께 변화와 외핵층 세포 내 핵 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청색광에 의한 산화스트레스가 유도된 제브라피쉬의 경우, 광수용체층 두께가 청색광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얇

았다(108.1 ± 27.7 μm vs 41.1 ± 17.0 μm). 폴리페놀의 전처치 농도가 0, 0.1, 1, 10 μg/mL로 높을수록 망막 광수용체층의 두께가 

두꺼웠고(41.1 ± 17.0, 56.3 ± 18.6, 90.7 ± 23.7, 99.1 ± 23.1 μm, p<0.05), 외핵층 세포 내 핵의 핵 수의 감소량도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청색광의 노출은 망막의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인 포도씨 유래 폴리페놀은 산화스트레스

가 유도된 망막에서 광수용체세포와 망막색소상피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효과가 나이관련황

반변성과 같은 산화스트레스와 연관된 망막질환의 진행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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