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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노화 유도 전후의 로얄제리 식이공급이 백서 표피의 필라그린과 유리아미노산

함량 및 관련 대사 효소의 단백질 발현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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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dermal hydration is mainly maintained by natural moisturizing factors (NMFs). Of these various NMFs,
free amino acids (AAs) are major constituents generated by filaggrin degradation. The reduction of these AAs
has been reported in aging skin induced during menopause.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dietary
supplementation of royal jelly (RJ) during the pre- and post-menopausal period alters epidermal levels of filag-
grins, free AAs, and peptidylarginine deiminase-3 (PAD-3) (an enzyme involved in filaggrin degradation proc-
esses). Sprague 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groups fed a control diet for 12 weeks, in which
an ovariectomy (OVX) or sham operation (SHAM) were underwent at week 4; groups fed a diet with 1% RJ
harvested in different area of Korea (RJ1 and RJ2); and a group fed a diet with isoflavone (IF), the typical
functional food for menopause prevention, for 4 weeks before and 8 weeks after an ovariectomy operation. In
the epidermis of group OVX, total filaggrins (including profilaggrin and filaggrin) were reduced; these levels
in groups RJ1 and IF were similar or less than in group OVX. However, total AAs, which showed no apparent
difference between groups SHAM and OVX, were highly increased in groups RJ1 and IF. Specifically, aspartate
(Asp) and proline (Pro), the major AAs in functioning NMF, were highly increased in group RJ1. Although
total filaggrins, profilaggrin, filaggrin and PAD3 increased, total AAs (including Asp and Pro) in group RJ2
were modest or less than in group RJ1. The PAD3 alteration was not apparent among the four other groups.
Taken together, we demonstrate that the diet supplementation of RJ1 enhanced filaggrin degradation (but not
through the increased protein expression of PAD3), and increased total AAs, Asp and Pro. RJ1 could be a dietary
supplementation for preventing the skin aging induced during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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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최외각 층인 각질층(stratum corneum, SC)은 인

체의 내·외부 환경 사이의 보호 장벽으로서 미생물의 침입,

자외선 및 수분의 손실을 예방한다(1). 표피의 수분 함량은

피지막과 수용성 성분인 천연보습인자(natural moisturiz-

ing factor, NMF)에 의해 유지되는데 피지막이 층상 구조

(intercellular lamella sheets)를 이루어 수분 손실을 억제하

는 반면 천연보습인자는 수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흡

습하여 표피의 수분을 유지시킨다.

천연보습인자는 필라그린이 분해되어 생성된 아미노산과

그 대사산물로 구성되며 이외에 각종 무기염류도 포함된다

(2,3). Filaggrin은 profilaggrin으로부터 합성이 되는데 pro-

filaggrin은 표피 과립층에서 생성되어 비활성 및 불용성인

상태로 저장되며 표피의 칼슘 수치 증가에 의해 촉진되는

탈인산화 및 단백질 분해과정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fi-

laggrin으로 전환된다. Filaggrin은 각질층으로 방출되어 세

포골격을 형성하는 keratin filaments와 결합하고 trans-

glutaminase(TGMs)에 의한 교차 결합과 peptidylarginine

deiminase-3(PAD3)에 의한 변형 과정을 통하여 견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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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laggrin은 이후 caspase-14 등의 여러 분해효소들에

의해 유리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어 천연보습인자로서의

기능을 한다(4). 표피 전체아미노산의 40% 이상을 sericine,

glycine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표피에서 주요 천연보습인

자로서 표피의 수분 유지 기능을 한다(5,6). 또한 filaggrin과

천연보습인자의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은 filaggrin이 천연

보습인자의 아미노산의 유일한 근원단백질임을 증명하였다

(7,8). Filaggrin의 부족은 비정상적인 피부장벽의 형성을 초

래하며(7) 아미노산이 피부의 보습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9-11).

폐경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의 저하는 피부의 두께 및 콜

라겐의 함량을 감소하여 건조함, 탄력성 저하, 주름을 초래

하며(12,13) 폐경 전후 천연보습인자도 표피의 두께 감소와

함께 감소하여 피부의 보습을 저하시킨다(14). 이러한 피부

노화의 억제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폐경기 전후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15). 이 중 로얄제리는 꿀과 화분

을 일벌들이 소화 흡수한 뒤 인두부를 경유해서 만들어진

물질로서 항생물질과 항산화 효과, 혈류개선과 세포재생, 피

부미용 등의 생리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9).

선행연구에서 로얄제리는 콜라겐 합성을 강화하여 광노화

를 유발하는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의 피부섬유아세포를 보

호하고(20) in vitro와 in vivo 실험에서 로얄제리와 그 지방

산이 에스트로겐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21,22).

이처럼 로얄제리의 기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노화억제 효

능의 보고와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

부의 항노화 및 항산화를 위한 기능성 식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한 피부 노화에 대한

로얄제리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폐경기 노화 유도 전후의 로얄제리 식이공급이 백서 표피

의 필라그린과 유리아미노산 함량 및 관련 대사 효소의 단백

질 발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난소절제

실험에 사용된 155 g 내외의 생후 5주차 Sprague Daw-

ley(SD)계 암컷 백서 60마리를 ㈜두열바이오텍(Seoul, Ko-

rea)으로부터 공급받아 실험식이로 사육하기 전 1주 동안

고형배합사료로 적응시켰다. 난괴법을 이용하여 총 5군으로

분류된 실험군은 난소절제와 같은 수술 스트레스만 준 정상

대조군(SHAM군), 난소절제를 시행한 난소절제군(OVX

군), 난소절제와 함께 생산지가 다른 국내산 로얄제리를 공

급한 로얄제리 식이공급군(RJ1군, RJ2군), 이소플라본 식이

공급군(IF군)으로 나누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17β-estradiol)과 구조와 분자량이 유사하며 폐

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폐경 후 여성

의 경우 에스트로겐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며(23,24) 이러

한 효과로 폐경기 전후 항노화, 항산화 등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양성대조군으로 두었다.

실험식이 공급 4주 후 난소절제를 시행하였으며 난소절제

후 8주 동안 전체 12주간 실험식이를 계속 공급하였다. 난소

절제는 가스 마취기계(SurgiVet, Norwell, MA, USA)를 이

용하여 1.5% isoflurane(Choong-Wae Pharma Co., Seoul,

Korea)과 70% N2O와 30% O2 가스를 이용하여 전신 마취

후, 복부 정중앙을 절개한 다음 양측 난관을 실로 묶고 양측

난소를 칼로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였다. 사육기간 동안 식

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사육실의 온도는

22±1oC, 습도는 60±5%를 유지하고 매일 광주기와 암주기

가 12시간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실험식이

SHAM군과 OVX군은 일반식이를 공급하였으며 RJ1군

과 RJ2군은 전체 식이 무게의 1.0%에 상응하는 국내산 로얄

제리 고형분을 각각 식이에 혼합하였으며 무게 차이는 corn

starch의 무게에서 감하여 식이를 조정하였다. 로얄제리

(2009년산)는 국내 지역인 철원과 포천의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받아 RJ1군 및 RJ2군으로 나누었으며 실험수행 직전까

지 -80oC에서 보관하였다. IF군은 ㈜풀무원홀딩스(Seoul,

Korea)로부터 제공받아 이소플라본 30% glucoside type

(daidzin : genistin=1:1)을 80 mg/kg body weight(BW)이

되게 첨가하였다(25). 각 실험군의 식이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식이 지방은 식이 무게의 10%로 고정시키고 corn

oil을 공급하였다.

체중 및 실험식이 섭취량 측정

식이효율 측정을 위해 주 1회 체중과 잔여 식이량 및 공급

량을 측정하였다. 식이효율은 실험기간 동안의 체중증가량

을 총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러나 사전 연구

에서 체중은 SHAM군에 비해 난소절제를 시행한 군인 OVX

군, RJ1군, RJ2군, I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식이

효율은 군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에 나타내지 않았

다(26).

표피의 필라그린 추출 및 분석

피부 조직에 10 mM EDTA가 함유된 PBS(pH 7.4)를 가

하여 4
o
C에서 16시간 처리한 후 표피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표피는 9 M urea, 2% SDS, 2 mM EDTA,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포함한 50 mM tris buffer와 함께 polytron(P-

834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

여 분쇄하였다(27). 분쇄된 조직을 10배 희석하여 15,000×g
에서 0oC로 3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얻었고 단백질

정량을 하였다. 동량의 단백질(5 μg/well)을 4% PAGE/SDS

gel(profilaggrin 발현)에, 8% PAGE/SDS gel(filaggrin 발

현)에 각각 전기영동 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흡

착시켰다. Rabbit polyclonal 1차 항체인 filaggrin antibody

(GeneTex Inc., San Antonio, TX, USA)를 4oC에서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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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 composition of experimental groups (g/kg)

Ingredients
Experimental groups

1)

SHAM OVX RJ1 RJ2 IF

Casein
2)

L-Cystine
Corn oil
Cellulose
Vitamin mix

3)

Mineral mix
4)

Sucrose
Corn starch
Royal jelly
Isoflavone

230
3

100
50
10
35
200
372
－
－

230
3
100
50
10
35
200
372
－
－

230
3
100
50
10
35
200
362
10
－

230
3
100
50
10
35
200
362
10
－

230
3
100
50
10
35
200
372
－
0.08

1)Groups SHAM (sham-operated group) and OVX (ovariecto-
my) fed a control diet; groups RJ1 and RJ2 fed an experimental
diet with 1% RJ harvested in different area of Korea; group
IF fed a diet with isoflavone (80 mg/kg), the typical functional
food for menopause prevention, for 12 weeks. Ovariectomy
was performed at week 4 and each diet was continued for
8 more weeks.
2)
Casein (nitrogen×6.25), 870 g/kg.
3)Vitamin mix composition, AIN-93 vitamin mix 310025 (Dyets
Inc, Bethlehem, PA, USA): niacin 3 g/kg, calcium pantoth-
enate 1.6 g/kg, pyrridoxine HCl 0.06 g/kg, thiamine HCl 0.6
g/kg, riboflavin 0.6 g/kg, folic acid 0.2 g/kg, biotin 0.2 g/kg,
vitamin E acetate (500 IU/g) 0.8 g/kg, vitamin D3 (400,000
IU/g) 0.25 g/kg, vitamin K1/dextrose mix (10 mg/g) 7.5 g/kg
and sucrose 967.23 g/kg.
4)
Mineral mix composition, AIN-93 mineral mix 210025 (Dyets
Inc.): calcium carbonate 357 g/kg,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96 g/kg, potassium citrate H2O 70.78 g/kg, so-
dium chloride 74 g/kg, potassium sulfate 46.6 g/kg, magne-
sium oxide 24 g/kg, ferric citrate U.S.P 6.06 g/kg, zinc carbo-
nate 1.65 g/kg, manganous carbonate 0.63 g/kg, cupric carbo-
nate 0.3 g/kg, potassium iodate 0.01 g/kg, sodium selenate
0.01025 g/kg, ammonium paramolybdate 4H2O 0.00795 g/kg,
sodium metasilicate 9H2O 1.45 g/kg, chromium potassium sul-
fate 12H2O 0.275 g/kg, lithium chloride 0.0714 g/kg, boric acid
0.0815 g/kg, sodium fluoride 0.0635 g/kg, nickel carbonate
0.0318 g/kg, ammonium vanadate 0.066 g/kg and finely pow-
dered sucrose 221.026 g/kg.

동안 반응시키고 PBST solution으로 세척하였다. 2차 항체

인 anti rabbit IgG-HRP(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로 실온에서 2시간 반응 후 PBST로

세척하고 발색은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로 im-

mune detection하였다. 각 band의 intensity는 cytokeratin5

의 발현을 기준으로 하여 imaging densitometer(Lab work

version 4.6, UVP, Upland, CA,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PAD3의 protein 발현 변화

피부 조직을 HBSS(Hank's Balanced Salt Solution, Gibco

BRL,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와 dispaseⅡ(2.4

unit/mL, Roche, Grenzach-Wyhlen, Germany) 혼합용액

(1:1 v/v)을 가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처리한 후 표피를

분리하였다. 0.5% nonidet P-40(TE-NP40 buffer extract),

10 mM EDTA, protease inhibitor가 함유된 40 mM Tris-

HCl(pH7.5)을 첨가한 후(28) polytron을 이용하여 분쇄하였

다.

단백질 정량 후 40 μg/well로 8% PAGE/SDS gel에 전기

영동 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에 흡착시켰다. Rabbit

polyclonal 1차 항체 PAD3 antibody(Abcam, Cambridge,

UK) 및 2차 항체 anti rabbit IgG-HRP(Cell Signaling

Technology Inc.)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

키고 발색은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immune detec-

tion하였다. 각 band의 intensity는 cytokeratin5의 발현을 기

준으로 정량하여 imaging densitometer(Lab work version

4.6, UVP)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

1:1 비율의 HBSS와 dispaseⅡ 혼합 용액을 이용하여 분

리된 표피 조직에 50% trichloroacetic acid(TCA)를 최종 농

도가 15%가 되도록 가하여 혼합한 후 polytron으로 분쇄하

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상층액을 분석하기 전에

0.45 μm filter(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였

다. 아미노산 농도 분석은 HPLC로 mobile phase(A pump,

40 mM phosphate buffer; B pump, ACN : MeOH : water

=45:45:10)를 이용하여 column(Zorbax XDB-C18, Agilent

Tech., Santa Clara, CA, USA)에서 2.0 mL/min의 속도로

아미노산을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의 결과는 SPSS, ver 18.0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BM SPSS, Armonk, NY, USA)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는 각 실험군 별 평균

(mean)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M)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 간의 비교는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결과(Table 2)는 정상대조군을 기준으로

non-paired Student's t-test로 분석하여 p<0.05, p<0.01 수

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표피의 필라그린 함량 변화

난소절제 및 로얄제리 식이공급으로 인한 표피의 필라그

린 함량 변화를 western blot assay로 분석하였다(Fig. 1).

Profilaggrin은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분자량이 큰 단백질의

일종으로 구조는 10∼12개의 filaggrin이 short linker pep-

tide로 연결되어 있다. Profilaggrin은 표피의 과립층에서 합

성되어 인산화 된 상태로 존재하며 초기에 케라토히알린 과

립에 비활성 및 불용성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표피의 칼슘

수치 증가에 반응하여 종말분화 과정에서 profilaggrin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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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e amino acid contents in the epidermis of rat

Amino acids
Experimental groups

1)

SHAM OVX RJ1 RJ2 IF

EAA
2)

μmoles/100 g epidermal protein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Threonine
Tryptophan
Valine

nd
3)

16.2±4.1
nd
nd

89.5±18.7a
32.8±4.9
47.2±10.4
nd
nd

40.0±11.5

19.6±18.84)
22.7±11.7
nd

6.9±1.0b
13.7±7.0b
38.5±8.3
22.8±8.7
11.2±11.3
nd

26.5±7.3

nd
nd
nd
nd
nd

44.3±6.0
42.0±6.8
nd
nd
nd

nd
nd
nd
nd
nd

31.2±3.0
38.3±5.0
nd
nd
nd

57.4±29.7
nd
nd

31.2±9.5a
nd

33.1±5.0
39.6±7.8
nd
nd

60.7±16.5
NEAA

2)

Alanine
Aspartate
Cysteine
Glutamate
Glycine
Proline
Serine
Tyrosine

nd
2.9±0.4ab
nd
nd
nd

72.3±14.0ab
nd

15.2±2.9b

　
nd

1.7±0.2b*
nd
nd
nd

28.6±9.0bc**
nd

16.6±3.7b

　
nd

3.1±0.5a
nd
nd
nd

112.5±16.7a
nd

20.5±3.1ab

　
nd

2.6±0.2ab
nd
nd
nd

64.0±9.1b
nd

14.5±1.4b

nd
3.0±0.5ab
nd
nd
nd

12.5±0.5c**
nd

34.7±10.5a

Total AA 139.1±19.9ab 102.5±16.5b 197.6±36.6a 127.3±15.1ab 201.0±34.0a
1)Groups SHAM (sham-operated group) and OVX (ovariectomy) fed a control diet; groups RJ1 and RJ2 fed an experimental diet
with 1% RJ harvested in different area of Korea; group IF fed a diet with isoflavone (80 mg/kg), the typical functional food
for menopause prevention, for 12 weeks. Ovariectomy was performed at week 4 and each diet was continued for 8 more weeks.
2)
EAA, essential amino acid; NEAA, non essential amino acid.
3)nd: not detected.
4)
Data are mean±SEM (n=10). Values without a common letter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versus SHAM by non-paired Student's t-test.

러 단백질 분해과정에 의해 filaggrin으로 탈인산화 되어 분

리된다(4).

폐경을 유도한 OVX군에서 total filaggrin의 발현량이 감

소하였으며, profilaggrin과 filaggrin의 양도 다른 군에 비해

OVX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폐경기 유도가 천

연보습인자의 전구단백질인 profilaggrin 및 filaggrin의 함

량을 감소시켜 표피의 장벽이 붕괴되고 피부보습능력에 영

향을 미쳐 수분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폐경기 유도와 함께 로얄제리 식이를 공급한 군인 RJ1군

과 RJ2군의 결과를 살펴보면 RJ1군에서 total filaggrin의 양

이 OVX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profilaggrin 및 fi-

laggrin의 발현도 OVX군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RJ1군과 생산지가 다른 로얄제리 식이를 공급한 RJ2

군은 total filaggrin의 양이 폐경이 유도되지 않은 SHAM군

보다는 낮았으나 OVX군에 비해 높았다. 폐경기 전후의 여

러 노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소플라본을 식이

로 투여한 IF군의 profilaggrin, filaggrin을 비롯하여 total

filaggrin의 양은 OVX군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로얄

제리의 식이 공급이 폐경기 노화로 인해 감소한 profilag-

grin, flaggrin의 함량을 높였지만 생산지별 로얄제리의 효과

가 다소 차이가 났다. 이는 산지별 로얄제리의 filaggrin 함량

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함을 의미하며 로얄제리의 지표성분

인 10-HDA(29)를 비롯하여 그 이외 각 로얄제리의 다양한

성분(아미노산, 비타민, 펩타이드, 아세틸콜린)(30) 등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 각 산지별 로얄제리의

성분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PAD3의 protein 발현

Profilaggrin의 발현 및 유리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및 관여하는 효소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으나

activator protein-1(AP-1)(31), PPARγ(32) 등의 regulator

가 표피에서의 종말분화과정 중에 profilaggrin의 발현을 강

화한다고 알려져 있다(4). Profilaggrin은 초기 phosphatase

type 2A에 의해 탈인산화 되고 matriptase, protasin, kallik-

rein-5 등 여러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의해 filaggrin으로 분

해된다. Filaggrin은 keratin filament에 결합하여 관련 효소

인 transglutaminase(TGMs)와 peptidylarginine deiminase

(PAD), 특히 PAD3와 함께 세포 골격을 견고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filaggrin은 caspase-14을 포함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천연보습인자의 주요 구성 성분인 유리아미노

산으로 분해가 된다(4,33).

Profilaggrin의 발현과 분해과정에는 여러 단백질 분해 효

소 및 regulator가 관여되는데 그중 PAD3의 발현은 모발과

표피로 제한이 되며 표피 과립층의 각질세포에서 filaggrin

과 함께 PAD3의 발현이 보고되었다(34). PAD3는 칼슘 의존

형 효소로 filaggrin의 arginine residue를 citrulline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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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tered protein levels of profilaggrin and filaggrin in
the epidermis of groups. Groups SHAM (sham-operated group)
and OVX (ovariectomy) fed a control diet; groups RJ1 and RJ2
fed an experimental diet with 1% RJ harvested in different area
of Korea; group IF fed a diet with isoflavone (80 mg/kg), the
typical functional food for menopause prevention, for 12 weeks.
Ovariectomy was performed at week 4 and each diet was con-
tinued for 8 more week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profi-
laggrin or filaggrin protein in the epidermis of groups. (B) The
signal intensities from multiple experiments of (A) were quanti-
fied and the integrated areas were normalized to the correspond-
ing value of keratin5 (loading control). Data are mean±SEM
(n=7). Values without a common letter in the same row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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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ptidylarginine deiminase type Ⅲ (PAD3) protein
expressions in the epidermis of groups. Groups SHAM (sham-
operated group) and OVX (ovariectomy) fed a control diet; groups
RJ1 and RJ2 fed an experimental diet with 1% RJ harvested in
different area of Korea; group IF fed a diet with isoflavone (80
mg/kg), the typical functional food for menopause prevention, for
12 weeks. Ovariectomy was performed at week 4 and each diet
was continued for 8 more week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PAD3 in the epidermis of groups. (B) The signal intensities
from multiple experiments of (A) were quantified and the in-
tegrated areas were normalized to the corresponding value of ker-
atin5 (loading control). Data are mean±SEM (n=7). Values with-
out a common letter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꾸어 net charge를 양성에서 중성으로 변하는 citrullination

을 일으킨다(35). 이러한 filaggrin의 citrullination은 keratin

과 결합하여 각질화에 필요한 fibrous matrix의 형성을 강화

한다. 따라서 filaggrin의 citrullination에 PAD3가 관여되지

못하면 표피의 항상성을 손상시키고 피부의 장벽기능을 잃

게 한다(36).

표피의 천연보습인자 생성에 중요한 효소인 PAD3의

protein 발현은 정상대조군인 SHAM군을 기준으로 표시하

여 나타내었다(Fig. 2). PAD3의 protein 발현은 IF군을 비롯

하여 SHAM군, OVX군, RJ1군에서 군간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RJ2군의 PAD3 발현이 가장 현저하게 높았다. Fil-

aggrin의 생성, 성숙 및 유리아미노산으로의 분해과정에는

PAD3 이외에도 AP-1, PPARγ, caspase-14 등과 같은 다

양한 regulator 및 protease가 관여된다고 밝혀져 있다(4,31-

33). 따라서 PAD3 이외에 로얄제리 식이 섭취에 의해 발현

또는 활성이 증가하는 효소의 파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변화

군 간 표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mice를 대

상으로 표피의 유리아미노산 농도를 관찰한 다른 연구(37)

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총량이

SHAM군에 비해 OVX군에서 감소하거나 유사하였으며 RJ1

군 및 IF군에서는 SHAM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RJ2군의

전체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SHAM군과 유사하였다.

표피의 유리아미노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종류에

따라 0.0～112.46 μmoles/100 g의 넓은 범위에서 측정되었으

며(Table 2), 이 결과는 각 유리아미노산의 농도가 일정 범위

에서 고르게 측정된 혈장과 다르게 표피의 유리아미노산 농

도의 경우 종류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측정되었던

사전연구(37)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SHAM군에서 표피의 주요

유리아미노산인 glutamate, serine, glycine을 비롯하여 ar-

ginine, isoleucine, leucine, threonine, tryptophan, alanine,

cysteine은 측정되지 않았다. OVX군에서는 arginine 및

threonine이 낮은 수준에서 측정된 것과 lysine의 함량이 감

소한 것을 제외한 필수아미노산의 함량 변화는 없었다. 그러

나 aspartate와 proline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RJ1군, RJ2군 및 IF군에서 필수아미노산인 methionine,

phenylalanine이 측정되었으나 이들은 주요 유리아미노산

은 아니며 그 수준이 SHAM군 및 OVX군과 유사하였다.

반면 폐경기 유도와 함께 로얄제리 식이를 공급한 RJ1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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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필수아미노산으로 피부의 보습유지기능이 탁월한 as-

partate 및 proline의 함량이 폐경을 유도한 OVX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SHAM군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RJ1군과 생산지가 다른 로얄제리 식이를 공급한 RJ2군은

aspartate와 proline의 경우 RJ1군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증

가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정상대조군인 SHAM군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폐경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

능식품으로 알려진 이소플라본 식이를 공급한 IF군의 as-

partate와 proline의 함량은 RJ1군에 비해 낮았으며 OVX군

과 유사하거나 이보다도 낮았는데 이소플라본은 로얄제리

에 비해 유리아미노산 함량 증가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로얄제리 식이 공급이 불필수아미

노산은 aspartate, proline의 함량을 증가시켜 피부의 보습을

증진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피의 유리아미노산을 분

석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표피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40% 이상을 serine, glycine이 차지한다고 보고한 사전 연구

와 상이한 결과이다(5,37). 이러한 결과는 종간 특이성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Tabachnick와 Labadie(5)의 연구에

서 기니피그, 인간 및 백서의 표피 유리아미노산 농도 분석

결과 기니피그와 인간에게서는 serine이 높은 함량을 보였

다. 또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선행연

구는 serine, glycine이 높게 측정되었다(37). 하지만 백서의

경우 serine 함량이 기니피그와 인간의 표피의 함량에 비해

낮았으며 proline이 인간에 비해 높았으며 마우스에서는 발

현되지 않았다(5,37). 본 실험 결과에서는 백서에게 serine을

비롯하여 glycine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proline이 발현되었

다. Kim과 Son(38)의 로얄제리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주요 아미노산으로 aspartate와 glutamate가,

Matsuka의 연구에서는 proline, lysine이 주요 아미노산으로

보고되었다(39). Kim 등(37)의 연구에서 실크단백질 sericin

의 아미노산 성분인 serine이 표피에서 발현된 것과 같이

로얄제리의 섭취에 의한 표피 아미노산의 긍정적인 변화가

로얄제리의 아미노산 배열순서, 단백질의 소화 및 대사과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로얄제리의

aspartate, proline의 높은 함량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에 대

해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얄제리 식이 섭취는 이소플라본을 능가하여 표피의 보습

유지 및 천연보습인자의 기능을 하는 표피 내 아미노산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식이 4주차에 폐경기 노화를 유도하고

8주간의 각 식이를 계속 공급한 후 표피의 보습을 측정한

사전 연구에서 군간 보습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26)

이는 8주간 폐경기를 유도한 노화는 피부의 건조화의 임상

적인 현상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인 것으로

여겨지나 이 8주간의 기간 동안 피부장벽의 구성 성분이며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는 필라그린 및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이 감소되었다. 폐경기 노화와 병행하여 로얄제리 식이를

공급한 RJ2군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감소된 표피의 필라그

린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천연보습인자 생성에 중요한 효

소인 PAD3의 함량 또한 유의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RJ1군

의 경우 필라그린의 함량 및 PAD3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되

지 않았으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증가되었다. 이는 산지

별 로얄제리의 피부 보습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각 산지별 로얄제리의 지표 물질인

10-HDA(29)의 함량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실험실의 사전 연구에서 각 산지별 로얄제리의 10-

HDA 분석 결과 RJ1군의 로얄제리에서 10-HAD 함량이

RJ2군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30). 추후 각 산지별 유효성

분의 분석과 함께 관련 효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으며, RJ1군의 로얄제리 식이 공급이 천연보습인자인

유리아미노산의 전구체의 함량 및 PAD3의 발현을 높이지

는 못하였으나 PAD3 이외에 PPARγ, AP-1, caspase-14
등 관련 효소의 발현 및 활성에 대해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RJ1군의 로얄제리

식이 공급이 피부보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천연보습인

자의 구성 성분인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을 높여 손상된 표피

장벽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피부 보습 관련 건강기능

식품 개발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난소절제를 통하여 폐경기가 유도된 백서

모델에서 생산지가 다른 국내산 로얄제리 식이와 이소플라

본을 식이로 공급한 후 표피의 필라그린 및 유리아미노산의

함량과 관련 대사 효소의 발현 변화를 정상대조군인 SHAM

군 및 난소절제군인 OVX군과 비교·분석하였다. Profilag-

grin, filaggrin 및 total filaggrin의 발현은 SHAM군> RJ2

군> OVX군=IF군> RJ1군 순으로 RJ1군의 profilaggrin,

filaggrin의 발현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Profilaggrin에서

filaggrin으로, filaggrin에서 유리아미노산으로의 분해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 중에 PAD3의 발현은 RJ2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SHAM군을 비롯하여 OVX군, RJ1군, IF군에

서는 군간 유의성이 없었다.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SHAM군에 비해 OVX군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RJ1군 및

IF군에서 SHAM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RJ1군에서 as-

partate와 proline의 함량이 SHAM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

다. 결론적으로 RJ1군에서는 filaggrin의 함량 감소가 있었

지만 표피 보습 유지기능이 있는 aspartate 및 proline을 비

롯한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졌다. RJ1군의 로얄

제리가 폐경으로 인해 감소되는 표피의 보습인자 중 궁극적

으로 피부 보습에 관여하는 천연보습인자의 유리아미노산

의 발현을 증가시켜 손상된 표피의 장벽기능 보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RJ2군은 profilaggrin, filaggrin을 포함한

total filaggrin의 함량이 증가되었으나 그 분해산물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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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의 함량은 SHAM군과 유사하였다. RJ2군의 로얄

제리가 유리아미노산의 전구단백질의 발현 증가를 야기하

나 유리아미노산으로의 분해는 촉진시키지 못하였음을 시

사한다. 이는 산지별 로얄제리의 피부 보습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추후 각 산지별

유효성분의 분석과 함께 관련 효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산 로얄제리의 식이 공급이

피부 보습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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