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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nd antimicrobial effects of acid-soluble and pepsin-solubilizable shark (Isurus oxyrinchus) collagens 
(SC) (ASSC: acid-soluble shark skin collagen, ASMC: acid-soluble shark meat collagen, PSSC: pepsin-solubilizable 
shark skin collagen, PSMC: pepsin-solubilizable shark meat collagen) and standard marine collagen (STMC) as 
materials, and the ability of these materials to inhibit tyrosinase and elastase, were investigated. The electron-donating 
ability of SC (1–5 g/mL) was 14.91–17.21%, which was 3.0–3.6-fold higher than that of STMC at the same 
concentration. Also, the SOD(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of SC (5–80 mg/mL) was 4.67–37.28%, thus 
3.0–3.6-fold greater than that of STMC. The MIC values of SC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nd Salmonella 
enteritidis were 5 μg/disc, which were remarkably lower than that of STMC (200 μg/disc). There was no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Escherichia coli in STMC, but the MIC against E. coli was 200 μg/disc for acid-soluble SC and 
100 μg/disc for pepsin-solubilizable SC. The inhibition of tyrosinase by SC (3-5 mg/mL) was 58.95–98.16%, 
3.34–3.74-fold higher than that of STMC (17.67–26.25%). Also, elastase inhibition by SC (at 1 mg/mL) was 
53.33–80.0%, 1.1–4.0-fold greater than that of STMC.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hark collagens may be valuable 
new functional materials owing to their antioxidant and antimicrobial properties, and because the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elastase and tyrosinase are better than those of standard marine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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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Collagen은 생체 단백질 총 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섬유상의 기질 단백질로 섬유아세포에서 생합성 되며, 

procollagen이 세포외로 방출되어 아미노산  카르복실 말

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collagen으로 환된다(1). Procollagen

은 collagen 보다 glycine과 hydroxyproline의 함량은 낮고 

serine 함량은 높으며, collagen에는 존재하지 않는 systein을 

함유하며 세포외로 방출되기까지 다양한 효소의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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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2). Collagen은 섬유상 단백질의 기본단 인 

tropocollagen의 분자내 는 분자간의 공유결합성 가교결

합에 의하여 물리학  는 생물학 으로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3). Collagen은 생명체 에서도 세포가 다수 집합되

어있는 피부, , 연골, 힘 , 인 , 액, , 치아  각막

에 많이 존재하며 척추동물의 모든 장기에 리 분포되어 

있다(4). Collagen은 연골세포, 근섬유세포, 피부섬유아세

포, 골세포 등 특수한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며 세포의 증식

과 기능을 활성화 하는 작용을 한다(5). Collagen에 한 

연구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6), 최근에는 항피부노화(7)  피부탄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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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염 방(9)  항고 압(10)  항암작용(11) 등에 

한 연구로 확 되고 있다. 특히 피부는 수분을 제외 한 

70%가 collage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를 이루고 있는 

진피는 90% 정도가 collagen으로 extracellular matrix를 형

성하고 있으며, collagen type Ⅰ이 80~85%, collagen type 

Ⅲ가 8~11%를 차지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  한다(12).

어류의 collagen 함량은 어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 량에 한 collagen의 비율은 

잉어가 15.7%, 장어는 43.2%, 고등어는 16.7%정도이다

(13). 상어의 지느러미, 간, 연골, 껍질, 육 등에는 collagen을 

비롯하여 squalene, DHA(docosahexaenoic acid), chondroitin 

sulfate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함유(14,15)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ollagen에 한 구체 인 연구는 

매우 다. 본 연구에서는 상어의 껍질과 육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산가용성 collagen과 pepsin 가용성 collagen의 항산

화능과 항균성  tyrosinase와 elastase의 해활성을 조사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상어는 모노상어(Isurus oxyrinchus)로 

그 껍질과 육은 천 통돔배기 농조합 법인에서 제공 

받았으며 -70℃ deep freezer에 장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

하 다. 조구로는 Marine Collagen(Dermalab Co., Ltd, 

Gangwondo, Korea)을 사용하 다.  

Collagen 추출

Collagen의 추출은 Fig. 1과 같이 상어의 껍질과 육조직으

로 구분하고 다시 산가용성  pepsin 가용성 collagen으로 

구분하여 추출하 다. 즉, 상어 껍질과 육은 각각 상온에서 

2-3시간 해동한 후 5℃의 냉수로 핏물과 비린내를 수세하여 

제거한 후 1 x 3 mm로 세 하 다. 다음에 시료 량에 하여 

10배의 0.3 N NaOH를 가한 후 Ace homogenizer(AM-10, 

Mihonseiki kaisha Ltd, Japan)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 으며 

magnetic bar를 넣어 9시간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여 알칼리 

가용성의 비 collagen성 단백질을 제거한 후 남은 알칼리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제거하 다. 다음에 10배량의 0.48%의 

sodium  hypochlorite 용액을 가하여 60분 동안 교반하여 

탈색시킨 후 3겹의 cheese cloth로 여과하여 탈색된 잔유물

을 얻었으며 증류수로 3회 반복 세척하 다. 산가용성 

collagen(acid soluble collagen: ASC)은 탈색, 세척한 시료에 

10배량의 0.3 M citric acid를 가하여 3일 동안 교반 추출한 

후 4℃, 3,000 x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 으며, pepsin 

가용성 collagen(pepsin soluble collagen: PSC)은 탈색, 세척

한 시료에  10배량의 0.1%(w/v) pepsin을 함유하는 0.3 M 

citric acid 용액을 가하여 열변성의 최소화 하기 해 10℃이

내에서 3일 동안 교반, 추출한 후  4℃, 3,000 rpm에서 20분

간 원심분리하 다. 이 게 하여 얻은 ASC와 PSC는 동결

건조한 후 5℃에서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Washing, slicing of shark skin 
and meat 

Removal of non-protein fraction by 
washing with alkali

(10 volumes of 0.3 N NaOH solution) 

Alkali removal by washing with water until 
neutralization 

Bleaching with NaClO (0.48%, 60 min)

Washing with water (3 times)

Collagen extract with 0.3 M citric 
acid 

(ASC : ASSC ; acid soluble shark 
skin collagen,  ASMC; acid 
soluble shark meat collagen)

Collagen extract with 0.3 M 
citric acid

containing 0.1% (w/v) pepsin 
(PSC: PSSC; pepsin soluble 
shark skin collagen, PSMC; 
pepsin soluble shark meat 

collagen)

Filtration with 3 layer of cheese cloth  

Centrifugation (3,000 rpm, 10 min)

Freeze drying 

Crude collagen powder

Fig. 1. Extraction and preparation of crude collagen procedure 
from shark skin and meat tissue.

색상

색상은 색차계(Chromameter CR-2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를 측정

하 다.

자공여능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16)의 

방법에 따라 일정하게 희석한 collagen 용액 0.2 mL에 0.4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용액 0.8 mL를 가

하여 Vortex상에서 가하고 10분간 방치 한 다음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DA 활성도는 계산식 electron 

donating ability(%) = [1 - (시료흡 도/ 조구흡 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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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의하여 산출하 다. 

환원력(reducing power)

환원력은 Saeedeh와 Asna(17)의 방법에 따라 반응액내 

Fe3+과 Fe2+간의 상호 환에 의하여 생성된 청록색의 흡

도를 700 nm에서 측정하 다. 즉, collagen 용액 1 mL에 

0.2 M phosphate buf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 용액 2.5 mL를 가한 후 50℃에서 30분간 반응시

켰다. 다음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2.5 mL를 가한 

후 1,650 x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2.5 mL에 증류수 2.5 mL와 0.1% FeCl3 용액 

0.5 mL를 가한 후 흡 도를 측정하 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Marklund와 Marklund(18)의 방법에 따라 collagen 용액 

200 μL에 pH 8.5로 조정한 tris-HCl buffer 용액[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mM EDTA] 3 mL

와 7.2 mM pyrogallol 200 μL을 가하고 25℃에서 10분간 

방치, 1 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계산식, SOD-like activity(%)  =  

100 – [(OD sample/OD control) x 100] 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 다.

항균성

Stapylococcus aureus KCTC 1621, Sa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Escherichia coli ATCC 11775에 한 항균

력 측정은 paper disc(Advantec Toyo Roshi Kaishi, Ltd., 

Tokyo, Japan)법(19)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평 배지에 

배양된 각 균주는 DifcoTM nutrient broth(Becton, Dickison 

& CO., sparks, MD, USA)에 이식하여 2～3회 활성화시킨 

후 사용하 다. 배지는 Difco
TM

 nutrient agar(Becton, 

Dickison & CO., sparks, MD, USA) 평 배지를, 도말균수는 

107 cells/mL, collagen의 농도는 5～400 µg/disc로 조정하

다. 최소 해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clear zone을 나타내는 최 농도로 하 다.     

Elastase 해활성

Elastase 해활성 측정은 James(20)의 방법에 따라 0.2 

M tris/HCl buffer용액(pH 8.0) 1.0 mL에 N-succinyl- 

(Ala)3-p-nitroaniline(10.4 mM) 0.1 mL  collagen 시료(T) 

0.1 mL를 가한 후 25℃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elastase 

(Pancreatic from porcine pancreas, 3-6 units/mg- protein, EC 

3.4.21.36, Sigma, USA, 1 μg/mL) 0.1 mL를 가하여 405 nm에

서 0 time에서의 흡 도를 측정한 후 다시 25℃에서 20분간 

반응한 후의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C)은 시료 신 

buffer 용액을 사용하 다. 해활성도는 계산식, inhibitory 

activity (%) = [1 - {T(OD 20 min - OD 0 min)/C(OD 20 

min - OD 0 min)}]  x 100에 의하여 해활성을 산출하 다.  

Tyrosinase 해활성

Tyrosinase 해활성(21)은 0.175 M phosphate buffer 용

액(pH 6.8) 0.2 mL, 5 mM L-DOPA용액 0.2 mL  collagen 

용액 0.5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Tyrosinase 

from mushroom, ≥2,000 untis/mg solid, EC 1.14.18.1, 

Sigma, USA, 100 units/mL) 0.1 mL를 첨가하여 37℃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47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해활성은 inhibitory activity (%) = [1 - (SAbs - BAbs/ CAbs)] 

x 100: SABS; 시료의 흡 도, BABS; 효소 신에 증류수를 

넣었을 때의 흡 도, CABS; 시료 추출액 신에 증류수를 

넣었을 때의 흡 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여 평균치와 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증은 version 12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 다. 

결과  고찰

색상

상어의 껍질과 육으로부터 산가용성  pepsin 가용성 

collagen을 각각 추출하여 동결건조한 분말(ASSC: 산가용

성 껍질 collagen, ASMC: 산가용성 육 collagen, PSSC: 

pepsin 가용성 껍질 collagen, PSMC: pepsin 가용성 육 

collagen)과 표 품으로 사용한 시  marine collagen (STMC) 

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어의 껍질과 육으로부터 추출한 collagen들은 표 품 

STMC에 비하여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낮은 반면 색도

를 나타내는 a*값은 높았다. 상어 collagen 에서는 산가용

성의 ASSC  ASMC의 L*값은 92.83～93.74로 pepsin 가용

Table 1. Color of the freeze dried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Color ASSC1) ASMC2) PSSC3) PSMC4) STMC5)

L* 92.83±0.43c,6) 93.74±0.06b  73.69±0.31e 78.09±0.06d  96.56±0.93a

a* - 0.43±0.02c - 0.53±0.01d   1.39±0.02a  1.18±0.06b - 2.06±0.02e

b* 2.10±0.09e 4.01±0.03d   7.46±0.06b 11.19±0.04a   5.67±0.03c

H° 101.43±0.80b 97.17±0.25c  80.03±0.12e 84.57±0.06d 109.30±0.20a

1-5)
Abbreviations: ASSC, acid soluble shark skin collagen; ASMC, acid soluble shark  

 meat collagen; PSSC, pepsin soluble shark skin collagen; PSMC, pepsin soluble  
 shark meat collagen; STMC, standard marine collagen.
6)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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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PSSC  PSMC의 73.69～78.09보다 히 높았으며 

a*값은 낮았다. PSSC  PSMC는 b*값도 ASSC, ASMC 

 STMC에 비하여 높았다. Hue angle(H°)에서도 L*, a*, 

b*값과 동일한 경향으로 산가용성의 ASSC  ASMC는 

STMC와 등한 값을 나타낸 반면 PSSC와 PSMC는 연한 

색을 띠는 황색을 나타내었다. Pepsin 가용성 collagen에

서 L*값이 낮고 a*값이 높게 나타나는  상은 사용한 

pepsin의 색상이 황갈색으로 이에 의한 향으로 사료된다.  

   

자공여능과 환원력

ASSC, ASMC, PSSC  PSMC의 자공여능을 STMC와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자공여능은 각 collagen의 

농도가 1～5 mg/mL까지 높아짐에 따라 비례 으로 증가하

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자공여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5 mg/mL에서의 

활성은 상어껍질  육조직으로부터 추출한 collagen인 

ASSC, ASMC PSSC  PSMC가 14.91～17.21%를 나타낸 

반면 STMC는 4.82～5.48%로 상어 collagen이 표품에 비하

여 약 3.0~3.6배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자공여

능은 산화에 여하는 free radical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

키는 힘으로 값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음을 나타내

며, 식품 내 성분의 산화 는 생체의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

가 된다(22,23). 5 mg/mL이상의 농도에서 활성이 감소하는 

상은 추출물내의 비 collagen성 물질에 기인된 상으로 

사료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요망된다.

Park 등(24)은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collagen의 자공여

능이 6 mg/mL에서 17.9%, bovine collagen에서 15.0%라 

보고하여 5 mg/mL농도의 상어 collagen과는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 Nam 등(25)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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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Abbreviations: See Table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외피 collagen의 자공여능은 0.1 mg/mL에서 12.50～ 

27.98%, 내피 collagen은 14.4～18.4%로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 다. 

상어 collagens의 환원력(Table 2)은 0.1~10 mg/mL의 농

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 다.      

Table 2. Reducing power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Samples1) Concentration (mg/mL)

0.1 0.5 1 3 5 10

ASSC 0.00±0.00NS,2) 0.00±0.00MS 0.01±0.01NS 0.01±0.01NS 0.01±0.01NS 0.01±0.01NS

ASMC 0.02±0.00 0.03±0.02 0.03±0.02 0.03±0.02 0.03±0.01 0.04±0.02

PSSC 0.01±0.01 0.02±0.01 0.02±0.01 0.02±0.01 0.03±0.02 0.03±0.02

PSMC 0.02±0.01 0.03±0.02 0.03±0.02 0.03±0.01 0.04±0.02 0.04±0.02

STMC 0.01±0.01 0.01±0.01 0.02±0.01 0.02±0.01 0.03±0.02 0.03±0.02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NS: Not significant.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ASSC, ASMC, PSSC  PSMC의 SOD 유사활성을 

STMC와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상어 collagens(5～80 

mg/mL)의 SOD 유사활성은 4.67～37.28%로 STMC에 비하

여 1.9～5.9배가 높았으며 낮은 농도일수록 STMC과 비

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SSC, ASMC  PSMC는 

농도가 20 mg/mL까지 활성이 비례 으로 증가하 으며 

40～80 mg/mL에서는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PSSC

와 STMC에서는 80 mg/mL까지 활성이 곧 증가하 다. 

산가용성  pepsin 가용성 상어 collagen의 SOD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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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eroxide dismutase (SOD) like activity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Abbreviations: See Table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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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C가 다소 낮았으나 나머지 ASSC, ASMC  PSSC은 

유사하 다. SOD는 체내 항산화계 효소의 하나로 superoxide 

anion radical(O2-)을 hydrogen peroxide(H2O2)로 환하는데 

여하나 SOD 유사활성은 이러한 superoxide를 정상상태

의 산소로 환하지는 못하지만 그 반응성을 억제함으로서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26). 

항균성

ASSC, ASMC, PSSC  PSMC가 피부상재균으로 알려

진 S. aureus와 식 독균인 S. enteritidis  장균인 E. 

coli에 한 항균성을 표품 STMC와 비교하기 하여 MIC

와 clear zone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어 collagen

의 S. aureus와 S. enteritidis에 한 MIC는 5 μg/disc로 

STMC의 200 μg/disc에 비하여 하게 낮았다. E. coli에 

한 ASSC  ASMC의 MIC는 200 μg/disc이었으나 PSSC 

 PSMC는 100 μg/disc로 pepsin 가용성 collagen에서 낮았

으며 표품인 STMC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S. aureus와 S. enteritidis에 한 상어 collagen의 항균력

은 collagen의 농도(5～400 μg/disc)가 높아짐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례 으로 clear zone이 커지는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on the pathogenic microorganisms

                                                                 Clear zone (diameter: mm) 

Strains1) Samples2) Concentration (μg/disc)

5 15 25 50 100 200 400

S. aureus ASSC 12.3±0.063) 14.7±0.06 17.2±0.03 21.3±0.15 23.3±0.06 25.3±0.06 33.2±0.10 

ASMC 11.0±0.10  12.2±0.03 14.7±0.06 20.8±0.08 22.0±0.10 25.3±0.06 30.2±0.08 

PSSC 10.8±0.08 11.7±0.06 13.8±0.03 16.5±0.05 21.7±0.12 23.8±0.03 29.0±0.10 

PSMC 11.0±0.10  12.2±0.03 13.7±0.06 18.8±0.03 25.0±0.01 27.5±0.05 33.8±0.08 

STMC - - - - - 8.4±0.12 8.9±0.12 

Citric acid 9.1±0.01 10.6±0.04 14.5±0.05 18.4±013 21.2±0.08 3.4±0.06 27.5±0.05

S. enteritidis ASSC 10.2±0.03 12.2±0.03 14.7±0.06 20.5±0.13 22.2±0.03 24.7±0.06 27.7±0.06 

ASMC 9.2±0.03 10.7±0.06 13.3±0.06 17.7±0.06 24.7±0.06 27.8±0.03 32.7±0.06 

PSSC 9.2±0.03 10.3±0.06 13.8±0.08 17.3±0.06 24.2±0.03 26.2±0.03 29.3±0.06 

PSMC 9.2±0.03 10.2±0.03 11.2±0.03 20.7±0.06 22.2±0.08 24.5±0.05 29.7±0.10 

STMC - - - - - 8.5±0.01 9.2±0.10 

Citric acid 8.8±0.03 9.8±0.03 12.1±0.09 16.5±0.13 21.2±0.12 24.7±0.06 27.8±0.03

E. coli ASSC - - - - - 10.3±0.12 12.8±0.03 

ASMC - - - - - 11.0±0.63 11.8±0.03 

PSSC - - - - 8.8±0.03 9.8±0.03 11.2±0.03 

PSMC - - - - 8.8±0.03 9.7±0.06 13.3±0.10 

STMC - - - - - - -

Citric acid - - - - - 9.5±0.05 12.8±0.02

1)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S. enteritidis; Sal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E. coli; Escherichia coli ATCC 11775.
2)Abbreviations: See Table 1.
3)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Bold letters denotes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경향을 보 으며, 낮은 농도(5～25 μg/disc)에서는 산 가용

성 collagen에서, 높은 농도(50～400 μg/disc)에서는 pepsin 

가용성 collagen에서 항균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산 가용성은 껍질 collagen에서, pepsin 가용성은 육 조직 

collagen에서 다소 높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S. aureus에 

한 항균력은 상어 collagen 에서는 PSMC가, S. enteritidis

에 한 항균력은 ASMC가, E. coli에 한 항균력은 PSMC

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상어 collagen들은 citric acid가 함유

되어 있으며 동일 농도의 citric acid가 나타내는 clear zone의 

직경을 뺀 값이 0.4～6.3 mm를 나타냄으로서 순수한 

collagen에서도 항균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yrosinase 해활성

산가용성 상어껍질  육조직 collagen(ASSC, ASMC)과 

pepsin 가용성 상어껍질  육조직 collagen(PSSC, PSMC)

의 tyrosinase 해활성을 표  collagen(STMC)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0.01～1 mg/mL에서는 2.70～

18.47% 범 로 비교  낮은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STMC는 2.35～10.47%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5 mg/mL에서는 58.95～98.16%로 STMC의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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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

Concentration 
(mg/mL) ASSC1) ASMC2) PSSC3) PSMC4) STMC5)

0.01 2.70±0.54bF,6) 3.47±0.42bF 8.67±0.23aF 8.49±0.39aE 2.35±0.57bE

0.1 3.45±0.48cE 4.94±0.39bE 10.33±0.46aE 11.07±0.55aD 3.42±0.66cE

0.5 6.47±0.64bD 6.82±0.57bD 12.05±0.44aD 12.33±0.35aD 5.55±0.80bD

1.0 10.60±1.58bC 12.70±1.71bC 17.74±1.44aC 18.47±1.40aC 10.14±1.16bC

3.0 77.43±3.22aB 69.41±3.19bB 58.95±3.17cB 57.19±3.09cB 17.67±2.32dB

5.0 96.09±3.87aA 96.12±3.92aA 88.54±3.66bA 86.16±3.36bA 36.25±3.18cA

1-5)
Abbreviations: See Table 1.

6)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a-f) and a column(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6.25%보다 3.34～3.74 배가 높은 해활성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는 tyrosine을 DOPA(dihydroxyphenylalanine)로

의 환에 여할 뿐만 아니라 DOPA를 DOPA- quinone으

로 환시킴으로서 색의 melanin 색소를 생성하는 간

반응에 여한다(27,28). 따라서 tyrosine활성제해제는 의약

(29), 화장품(30)등에 리 용되며, 인체에 부작용이 은 

천연소재를 확보하기 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31). 잘 

알려진 tyrosinase 활성제해제로는 aromatic aldehydes(32), 

aromatic acids(33), tropolone(34)  Kojic acid(35) 등이 있다.

Park 등(24)은 불가사리의 collagen 효소분해물에 한 

tyrosianse 해활성은 3 mg/mL일 때 22.6%, bovine collagen

에서는 20.8%의 해율을 보 다고 하여 본 연구의 STMC

과 유사한 해활성을 나타내었다. , phenol성 화홥물로 

tyrosinase의 활성 해제로 알려진 arbutin(3 mg/mL)의 

tyrosinase 해활성은 54.9%, 동일 농도의 vitamin C는 

70%, chondroitin은  43.1%의 해활성을 나타낸 것과 비교

하 을 때 본 연구의 상어 collagen이 이보다 다소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 Kwon 등(7)은 오징어 collagen(0.

2～1 mg/mL)의 tyrosinase 해활성은 51.5~69.4% 다고 

하 으며 이는 상어의 경우보다 해활성이 높다. 

Elastase 해활성

ASSC, ASMC, PSSC, PSMC  STMC의 elastase 해활

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반 으로 농도가 0.5에

서 1 mg/mL으로 높아짐에 따라 비례 으로 해활성이 

증가하 다. 산  pepsin 가용성의 모든 상어 collagens은 

STMC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0.5 mg/mL에

서 ASSC는 13.33%, ASMC는 26.67%, PSSC는 51.11%, 

PSMC는 13.33%인 반면 STMC는 6.67%이었다. 0.75 

mg/mL에서는 ASSC는 33.34%, ASMC는 47.62%, PSSC는 

61.91%, PSMC는 52.38%로 STMC의 30.33%보다 높았으

며, 1 mg/mL에서는 ASSC는 53.33%, ASMC는 64.44%, 

PSSC는 80%, PSMC는 66.67%로 STMC의  50.67%보다 

하게 높았으며 PSSC에서 가장 높은 해활성을 나타

내었다.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기질 단백질인 

elastin의 분해에 여하며(36), collagen을 분해할 수 있는 

비 특이  가수분해 효소이다(36). 한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 구 과립 효소 의 하나로 이상조직에서는 

활성이 높아져 조직 괴의 직 인 원인이 되며, 피부의 

주름  탄력성 소실 등을 유발한다(36). 따라서 elastase 

해제는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37)가 있다. Elastase 

활성 해제인 ursolic acid(38)는 활성 50% 해농도(IC50)

가 50 μg/mL라 보고(25) 하 으며, ursolic acid와 공존하는 

oleanolic acid는 농도 0.5 mg/mL에서 elastase를  31.7%정도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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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of acid and pepsin soluble 
collagens prepared with shark skin and meat. 

Abbreviations: See Table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요   약

상어 collagens(SC)(ASSC: 산가용성 껍질 collagen, 

ASMC: 산가용성 육 collagen, PSSC:  pepsin 가용성 껍질 

collagen, PSMC: pepsin 가용성 육 collagen)의 항산화성, 

항균성, tyrosinase  elstase 해활성을 표품(시  marine 

collagen)과 비교하 다. SC(1～5 mg/mL)의 자공여능은 

14.91～17.21%로 표품의 4.82~5.48%에 비하여 3.0～3.6배

가 높았다. SC(5～80 mg/mL)의 SOD활성은 4.67～37.28%

로 STMC 보다 1.9~5.9배가 높았다. SC의 S. aureus와 S. 

enteritidis에 한 최소 해농도(MIC)는 5 μg/disc로 표품의 

200 μg/disc보다 하게 낮았다. E. coli에 한  MIC는  

ASSC  ASMC에서는 200 μg/disc인 반면 PSSC  PSMC

는 100 μg/disc이었으며 표품에서는 항균활성이 없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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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에 한 항균력은 PSMC가, S. enteritidis에 한 항균

력은 ASMC가, E. coli에 한 항균력은 PSMC가 가장 높았

다. SC(3～5 mg/mL)의 tyrosinase 해활성은 58.95～

98.16%로 표품의 17.67～26.25%보다 3.34～3.74배가 높았

다. SC의 elastase 해활성은 농도가 0.5 mg/mL에서 1 

mg/mL으로 높아짐에 따라 비례 으로 증가하 고 1 

mg/mL에서의 활성도는 53.33～80.00%로 STMC의 50.67%

보다 높았으며 PSSC에서 가장 높은 해활성을 나타내었

다. 산  pepsin 가용성의 모든 상어 collagen은 STMC에 

비하여 1.1～4.0배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상어 collagens은 시  marine collagen보다 항산화성, 항균

성, tyrosinase  elastase 해활성이 우수하여 새로운 기능

성 소재로서의 활용성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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