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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컨디션의 피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데 그것은 미립자 물질 (PM)과 
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입니다. 
PM2.5는 미세 분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공기 중의 고형 입자와 액적의 
혼합물로 보통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미립자 물질입니다.

환경 대기 오염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포뮬레이션에 
항산화제를 넣는 것입니다. 스킨케어 
포뮬레이션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안티-폴루션 원료인 항산화제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줄여 줍니다. 

PM2.5로 인한 피부 오염은 활성산소 
생성을 초래하는 데 이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여 
피부 장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PM2.5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항염증과 같은 효능 외에도 피부 장벽 
기능도 복원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닌 
바이오 엑티브 원료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엑티브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 E군으로 강력한 
항산화제 입니다. 토코트리에놀과 
토코페롤 모두 크로마놀 헤드와 
지용해성 이소프레노이드 곁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코페롤과 
달리 토코트리에놀은 불포화 
이소프레노이드 곁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6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 
(αTP)가 있어 더 강력한 비타민 E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불포화 곁사슬은 토코트리에놀을 
토코페롤보다 더 작은 분자로 만듭니다. 
이로써 세포 활동은 더 왕성하게 
되고 적응력 또한 향상됩니다. 
항산화 활동 외에 토코트리에놀에는 
항염증 특성도 있습니다. NF-kβ 
사이클로옥시지네이스 2 (COX2)
와  종양 괴사 인자와 같은 시그널링 
패스웨이, 즉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요 인자들의 활동을 제어합니다.

조기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해 다목적 효능을 지닌 
토코트리에놀은 안티-에이징 바이오 
엑티브 원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Figure 1). 전체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하여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은 토코트리에놀 
이성체와 항산화 효능제가 상조적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은 
스킨 브라이트닝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 (오염, UV 복사)으로부터 

보다 밝은 피부를 
위한 활성산소 대응
KLK OLEO-Davos Life Science는 새로운 
안티-폴루션 바이오 엑티브를 선보입니다.

Figure 1: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의 피부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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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오엑티브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고 복구시켜 드립니다.
미세먼지 내에 눈에 띌 정도로 많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과도한 
활성산소종, 염증을 유발하는 시토카인, 
MMP를 만들고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연쇄반응은 
프로스타글란딘 E2 와 COX2 의 생산 
증가로 이어져 그 결과 필라그린 발현을 
감소시켜 피부 장벽 기능 손상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피부 부작용을 줄여 줄 천연 
항산화 및 항염증 원료는 안티-에이징 
제품 개발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번 연구는 PM2.5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대상으로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의 보호 효과를 
인간 피부 아세포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인간 피부 아세포에 
PM2.5 50μg/ml을 적용하여 한 
군데는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을 
처방하고 다른 한 군데는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레벨은 2’-7’ 디클로로플루오렌신 
디아세테이트 (DCFH-DA)로 
측정하였고, COX2는 염증 생체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피부장벽 기능은 
필라그린 단백질 발현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Figure 2는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이 인간 피부 아세포에서 
PM2.5로 기인한 활성산소종 
생성을 억제시켰음을 보여 줍니다. 
인간 피부 아세포에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 20 μM 또는 
항산화제 (αTP)를 적용하고 24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PM2.5로 인한 
세포내 산화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DCFH-
DA assay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10μM 낮은 농도를 적용했을 
때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만 
활성산소를 억제하였고 αTP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Figure 3은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을 PM2.5로 인해 
상향 조정된 COX2에 적용한 결과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것은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의 항염증 
효과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αTP 
적용은 염증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턴 블롯팅 분석 (Figure 4)은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 20 μM
으로 필라그린 단백질 발현 레벨이 
올라간 것으로 볼 때 피부 장벽 기능 
복원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같은 농도의 αTP를 처방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igure 2: DCFHDA assay는 
인간 피부 아세포에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 20 μM 또는 
항산화제 (αTP)를 적용하고 24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PM2.5로 기인한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10μM 낮은 농도로 실험했을 
때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만 
활성산소를 억제하였고 αTP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Figure 3: 인간 피부 아세포에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 10 
μM 혹은 20 μM를 24시간 동안 
처방하였습니다. Cxclooxgenase-2 
(COX2)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로 처방된 
세포들만 PM2.5로 인한 염증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αTP를  투여 의존적 
처리로 한 경우는 염증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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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변화는 조기 포토-에이징의 
가장 두드러진 피부 증상입니다. 스킨 
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해 주는 
원료는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피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과도색소침착과 기미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브라이트닝 
원료는 피부 멜라닌 생성의 다양한 
단계에서 작용하며 멜라닌 생성의 주 
효소인 티로시나아제 (TYR)의 효과적인 
억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티로시나아제의 
성숙을 막거나 색소 과립 (멜라노솜)을 
멜라노사이트에서 케라티노사이트로 
이동하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의 
티로시나아제 억제 용량 반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B16 흑색종 
세포에 토코트리에놀 투여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과 
토코트리에놀 아세테이트에 대한 
티로시나아제 단백질 발현 반응이 
투여량에 따라 일관성 있게 억제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B16 흑색종 
세포가 토코트리에놀 아세테이트를 
흡수하여 토코트리에놀의 원래 형태로 
가수분해함으로써 티로시나아제 
유전자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혹은 항 멜라닌 생성 
효과가 토코트리에놀의 불포화 
이소프레노이드 곁사슬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코지산과 
나트륨 락테이트 20 μM 사용 시는 
티로시나아제 단백질 레벨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지산과 

나트륨 락테이트 용량을 증가시킨 
결과 (각 3.5 mM, 4.5mM) 
티로시나아제 단백질 발현이 상당히 
억제되었습니다. 

세포당 총 멜라닌 함량을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와 처방한 경우로 나누어 수치화 
하였습니다. 멜라닌 함량을 세포 
배양에서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하여 
총 세포수로 나누어 정상화하였고 그 
결과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로 
처방한 B16 멜라닌 세포는 9일 째, 
처방하지 않은 경우 대비 멜라닌 함량이 
55% 감소하였습니다.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 처방 후 B16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함량이 4.5 mM 나트륨 
락테이트, 3.5 mM 코지산을 각각 
처방한 샘플보다 미미할 정도로 낮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것은 천연 
추출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이 
상업적으로 알려진 브라이트닝 
에이전트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도시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avosLife E3 토코트리에놀은 원료 그 
자체의 탁월함은 말할 것도 없고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증제로서 토코페롤보다 
뛰어난 복합 기능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더 밝고 젊은 피부를 위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스킨케어 
바이오 엑티브 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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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웨스턴 블롯팅 분석에 따르면, DavosLife E3 Complete는 PM2.5 자극에 
대해서 필라그린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지만 같은 농도의 αTP는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