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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효소 가수분해물과 분자량 분획물의 섬유아세포에 한 주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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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nti-wrinkle efficacy of hydrolysate from oyster protein by Protamex and Neutrase 
for the purpose of finding materials to assist skin health originating from marine organisms. There were about 7.9% 
free amino acids in the oyster hydrolysate, and contents of urea, taurine, alanine, and glycine were high. Oyster hydro-
lysate also showed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and was not toxic to CCD986sk human fibroblast cells. Yield of 
the fractions according to the molecular weight of oyster hydrolysate was 40% for less than 1,000 Da and 60.4% 
for less than 5,000 Da, respectively. Antioxidative effect, procollagen production, and matrix metalloproteinase-1 in-
hibitory activity were highest in 1,000∼3,000 Da fractions. We observed that oyster hydrolysate and its less than 
5,000 Da fraction are potential functional compounds for skin health and for improving wrin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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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양생물은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에 따

라, 동종도 부위에 따라, 혹은 생산 시기에 따라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난다(1). 이러한 해양

생물 유래 화합물에는 해조 다당류,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제, 효소 및 생리활성 펩티드 등이 있으며, 그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 특히 펩타이드는 

영양을 공급하고, 용해 및 유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 효능 및 면역 증강 등의 광범위한 생리활성을 

나타내고 있다(2-4). 이러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는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동식물 및 어류 추출물로부터, 단백

질 효소 가수분해에 의한 단백질 가수분해물(5-7) 혹은 미

생물 발효 공정(8)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펩타이드는 해양생물의 단백질이 

갖는 특이적인 1차 결합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neiros와 Garateix는 해면동물, 연체동물 및 해조로

부터 펩타이드의 기능적 특성 및 분리 기술에 관하여 연구하

였고, Suarez-Jimenez 등(9)은 해면동물과 연체동물 가수

분해물의 항산화 효능과 항암 효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Sacoglossan mollusk와 Elysia rufescens로부

터 항암 효능과 항균 효능이 있는 cyclic depsipeptides인 

Kahalalides를 분리하기도 하였다(10).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2014년 12.7%였으며, 2026년이

면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통계청, 장래인

구추계, 2012).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화장품 개발도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의 노

화 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연구로는 피부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보습인자(11),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에 관한 연구가 있다(12).

굴은 바다에서 사는 굴과의 연체동물로 예부터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수

산식품이다(13). 굴은 고형물 함량 중 60~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타민 A, B1, B2, C 및 철, 칼슘, 인, 아연, 

셀레늄, 구리 등의 무기질 등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14). 굴에 다량 함유된 단백질을 효소로 가수분해 하여 

얻은 굴 가수분해물은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저분자의 

펩타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15). 저분자의 화합물은 피

부 침투력(16)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

하여 수용성 형태의 원료로 다양한 화장품 소재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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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oyster  
  Thaw
  Grind with wet homogenizer
  Add 2 volume of tap water

  1st hydrolysis (Protamex)
  Incubate for 2 h at 40°C 

 Inactivation for 30 min at 100°C 

  2nd hydrolysis (Neutrase)
  Incubate for 2 h at 50°C

 Inactivation for 30 min at 100°C

 

  Filtrate with sieve
  Concentrate to 30 brix
  Precipitate the protein with 60% EtOH (v/v)
  Collect the supernatant
  Evaporate EtOH

Oyster hydrolysate (OH)
  Fraction by ultrafiltration membrane 

Oyster hydrolysate fraction (OHF)

Fig. 1. Preparation of oyster hydrolysate and its fraction.

하다.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에 관한 물질로 펩타이드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17), 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저분자 펩타이드의 주름 개선 효능에 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해양생물 유래 피부건강 기능성의 소재를 발굴

할 목적으로 굴 단백질의 효소 가수분해물이 주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굴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항산화 

효과를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및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소거능으로 확인하였으며, collagenase 저

해 활성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굴 가수

분해물을 분자량 크기별로 분획하여 분자량의 크기에 따른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의 procollagen 생성능과 matrix 

metalloproteinase-1(MMP-1) 활성 저해능을 측정하여 

주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참굴(Crassostrea gigas)은 경남 통영 연

안의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알굴의 형태로 급속 동결하여 1~ 

2년 정도 냉동 보관된 제품(Daione Foods Co., Tongyeong,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굴을 가수분해 하기 위한 단

백질 분해 효소는 식품 첨가물로 인정된 neutral protease 

(Neutrase)와 subtilisin 유래 protease(Protamex)를 바이

오시스(Busa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CD986sk 세포주는 미국 세포주 은행(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

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 등은 

Hyclone 사(Thermo Fisher Scientific Inc., Lenexa, K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제조

굴 가수분해물은 Hur 등(18)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으

며, 냉동굴을 냉동 상태에서 습식 분쇄기로 마쇄하였다. 마쇄 

굴의 2배의 물을 넣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Protamex를 생

굴 무게의 1%가 되도록 넣어 2시간 동안 40°C에서 가수분

해 한 다음, 100°C에서 30분간 가열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하였다. 방랭한 후 가수분해물에 1% Neutrase를 넣어 50 

°C에서 2시간 가수분해 하고 다시 가열하여 효소의 활성을 

제거하였다. 이것을 부직포로 여과한 여액을 brix 30까지 

농축하여 60% 에탄올로 단백질을 침전한 후 상등액을 취해 

에탄올을 증발시킨 다음 굴 가수분해물 시료로 사용하였다

(Fig. 1). 

굴 가수분해물의 분획

굴 가수분해물은 한외여과막을 통해 분자량별로 분획하

였다. 한외여과는 10,000 Da 이상, 3,000~10,000 Da, 1,000 

~3,000 Da 및 1,000 Da 미만과 5,000 Da 미만의 분획물로 

분리하였으며, 분획은 분자량에 따른 여과막을 장착한 한외

여과기(Stirred Ultrafiltration Cells 8200, Millipore Cor-

poration, Darmstadt, Germany)를 사용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유리아미노산 분석

굴 가수분해물 1.5 mL에 5'-sulfosalicylic acid 75 mg을 

넣고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하였다. 10,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MICRO17TR, Hanil Science Industrial, In-

cheon, Korea) 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실린더형 여과기(0.22 

μm)로 여과한 후, 유리아미노산 분석기(Biochrom 20, LKB 

Biochrom Ltd., Cambridge, UK)로 분석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

96 웰 플레이트에 굴 가수분해물을 여러 농도로 희석한 

용액과 0.4 mM의 DPPH 용액을 가해 30분간 실온에서 반응

시키고, Microplate reader(Perkin Elmer 1420, VICTORTM 

X Multila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흡광도를 비교하여 굴 가수분해물 및 분획물의 DPPH 

라디칼의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은 Re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7 mM ABTS와 140 mM potassium persul-

fate를 혼합하여 어두운 곳에 12시간 동안 양이온화한 후, 

흡광도가 734 nm에서 0.700±0.01이 되도록 phosphate 

buffer saline(pH 7.4) 용액을 가해 조절한 ABTS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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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시료용액 10 μL와 ABTS 용액 190 μL를 혼합

하여 6분간 실온에서 차광한 상태로 반응시키고 734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시료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Collagenase 활성 저해능

굴 가수분해물과 분자량 분획물의 collagenase 활성 저

해능은 EnzChek Gelatinase/Collagenase Assay kit(D- 

12054,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였다. 

Kit 시약은 정제된 효소를 이용하여 세포나 조직 용해물에서 

collagenase 활성을 측정하는 high-throughout 형식의 활

성 저해 효과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형광 표지자인 DQ gel-

atin conjugate에 효소가 작용할 때 발현되는 형광량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 Collagenase 저해 활성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
=(1－

B－B0 )×100
A－A0

A: 효소 첨가 증류수의 흡광도 

A0: 효소 무첨가 증류수의 흡광도

B: 효소 첨가 시료의 흡광도

B0: 효소 무첨가 시료의 흡광도

피부 세포 독성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주인 CCD986sk를 Iscove's modi-

fied Dulbecco's medium(IMEM) 배지로 배양하였다. 각 세

포주는 배양 플레이트에 배양하여 1주일에 2~3회 계대하였

으며, 배지는 10% FBS 배지를 함유한 성장배지를 이용하였

다. 세포주는 95% humidity, 5% CO2와 35°C로 조절된 항

온기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지는 2일에 한 번씩 교환하였다. 

섬유아세포에 대한 독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를 96 

웰 플레이트에 1×104 cells의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

안 안정화하였다. 시료는 최종 농도가 10, 50, 100 및 200 

μg/mL가 되도록 배지에 녹여 세포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시약(Promega,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Microplate reader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비를 %로 나타내었다.

Procollagen 생성량 측정

CCD986sk는 48 웰 플레이트에 5×104의 농도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FBS free 배지로 안정화하고 배지에 시료를 

녹여 세포에 처리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배양 상

등액을 취해 procollagen type 1 C-peptide EIA kit(Taka-

ra Bio Inc., Shiga, Japan)으로 procollagen 함량을 측정하

여 콜라겐의 생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배양액 내의 총 단백

질 함량을 Lowry 법(20)에 따라 측정하여 콜라겐의 생성량

을 보정하였다.

MMP-1 효소 활성 저해능의 측정

MMP-1 효소 활성 저해능은 procollagen 함량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하여 MMP-1 human biotrak 

ELISA system(GE Healthcare Life Science, Bucking-

hamshire, UK)으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하여 얻은 측정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은 Minitab 17(Mini-

Tab 17,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

였고, 결과는 일원 분산분석 후 Turkey 다중비교법을 수행

하였다. 대조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굴 가수분해 분획물의 함량

총 가수분해물에 대한 분획물의 구성 비율은 10,000 Da 

이상이 34.1%, 3,000~10,000 Da은 8%였으며, 3,000 Da 

미만의 분획은 57.5%로 굴 가수분해물의 50% 이상이 저분

자의 펩타이드까지 가수분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5,000 Da 미만의 분획물은 전체 가수분해물의 60.4%였다. 

굴 가수분해물 분획물 중 분자량이 1,000 Da 미만의 물질

은 아미노산 잔기수가 10개 미만의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및 염 등으로 구성된 물질로 여겨진다. 화장품의 기능적 효

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부 투과도가 높아야 하며, 분자량

이 500 Da 미만으로 분자량이 적을수록 투과도가 높다(21). 

굴 펩타이드 추출물 중 1,000 Da 이하의 분획물에는 보습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및 저분자량의 펩타이드가 다량 함유되

어 있어서 피부 경피 흡수율 증가와 보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4,15).

굴 가수분해물의 유리아미노산 조성

굴 가수분해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약 7.8%로 urea와 

taurine 함량이 가장 높았고, proline, asparagine, alanine, 

glutamic acid, leucine, glycine 순으로 아미노산이 함유되

어 있었다(Table 1). 

소수성 및 친수성 물질과 결합하여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

켜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s)라고 부른다. 천연보습인자에는 ami-

no acids, carboxylic pyrrolidone acid, lactic acid, urea, 

glucose와 mineral ions 등이 있다(22). 아미노산은 천연보

습인자의 42% 정도를 차지하며 serine, citrulline, alanine, 

glycine, aspartic acid, threonine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굴 가수분해물에는 천연보습인자인 urea가 전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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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e amino acid composition of oyster hydrolysate
Amino acid  mg/100 g1) % to FAA2)

Taurine
Urea
Asparag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Methionine
Cysta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β-Alanine 
Phenylalanine
Homocystine
δ-Hydroxy lysine
Lysine
Histidine
Carnosine
Arginine
Etc.

 716.9±1.4 
1,227.0±23.2 
 623.3±30.7 
 449.6±7.3 
 681.5±2.1 
 335.0±5.0 
 470.5±5.8 
 163.4±9.2 
 142.7±3.3 
  61.1±1.9 
 338.0±6.7 
 249.6±6.9 
 215.6±10.2 
 293.9±16.5 
  88.3±8.7 
 158.7±27.6 
 171.7±14.0 
  85.3±4.8 
 147.2±5.3 
 223.6±4.9 
 994.1±42.1

 9.1±0.3 
15.7±0.4
 8.0±0.1
 5.7±0.1
 8.7±0.3 
 4.3±0.1 
 6.0±0.2 
 2.1±0.1 
 1.8±1.0 
 0.8±0.0 
 4.3±0.1 
 3.2±0.0 
 2.8±0.0 
 3.8±0.1 
 1.1±0.1 
 2.0±0.3
 2.2±0.1 
 1.1±0.0 
 1.9±0.1 
 2.9±0.1 
13.3±4.3

Total 7,836.5±260.7 100
1)Free amino acid contents of oyster hydrolysate (100 g).
2)Amino acid ratio of total free amino acid.
Each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n=3).

Table 2.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oyster hydrolysates 
and its fractions

Sample, MW size
 IC50 (mg/mL)1)

DPPH ABTS
Ascorbic acid

OH2)
0.03
11.1

0.08
6.1

OHF3)

10,000 Da<
3,000∼10,000 Da 
1,000∼3,000 Da
1,000 Da>
5,000 Da>

11.2
 8.3 
 6.4
11.1
10.6

5.6
3.8
4.2
7.8
8.2

1)The IC50 calculated as the average value of experiments at least 
three times.

2)OH: oyster hydrolysate.
3)OHF: oyster hydrolysate fraction.

아미노산 함량의 15.7% 함유되어 있었다. 천연보습인자 중 

alanine은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6.0% 함유되어 있고, gly-

cine은 4.3%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은 glycine, proline, alanine, glutamic acid 및 ar-

ginine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24), 굴 가수분해물의 유리

아미노산 조성과 유사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에 함유된 유리

아미노산은 피부의 천연보습인자와 피부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과 비슷한 조성을 나타내었다.

굴 가수분해물의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별 항산화 활성을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평균값으로 50% 라디칼 소거 활성(IC50)을 계

산하였고 굴 가수분해물의 IC50 값은 11.1 mg/mL였으며, 

아스코르브산의 경우는 0.03 mg/mL로 굴 가수분해물에 비

해 현저히 낮았다(Table 2). 한편 1,000~3,000 Da과 3,000 

~10,000 Da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은 각각 

6.4와 8.3 mg/mL로 다른 분획물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3,000~10,000 Da 분획물에

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Table 2). Mendis 등(25)

은 어피 젤라틴 가수분해물로부터 정제한 펩타이드의 항산

화 특성 연구에서 His-Gly-Pro-Leu-Gly-Pro-Leu(797 

Da) 배열을 가지는 펩타이드가 항산화제인 BHT와 비슷한 

높은 항산화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메밀단백질 가수분

해물을 Sephadex G-25 gel 여과를 통해 회수한 저분자 

분획물로부터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매우 높은 펩타이드

를 분리하였다(26). 굴 가수분해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과 ABTS 라디칼 저해 활성은 분자량 분포와 항산화 활성과

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Pihlanto(27)의 보고처럼 단백질의 

가수분해 펩타이드의 항산화 활성은 항산화 활성 측정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펩타이드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구조 활

성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으나 가수분

해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따라 생성되는 아미노산 배열 및 

아미노산 조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Collagenase 활성 저해능

피부주름의 발생원인 중 하나는 노화에 의한 피부 교원질 

콜라겐의 결핍 때문이다. 진피의 섬유아세포에서 생성되는 

콜라겐은 피부 진피를 이루고 있는 주 단백질로 피부구조와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섬유아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생성이 감소되고,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인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되어 불규칙적인 

구조로 변해 피부의 주름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따라서 콜라겐의 생성, 분해 정도는 피부주름 개선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Adenosine은 식품의약안전처 고시형 주름 개선 원료로 

굴 가수분해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함께 측정하였다(Table 

3). Adenosine 5 mg/mL의 농도와 굴 가수분해물 50 mg/ 

mL에서 collagenase 저해 활성은 비슷하였고, 굴 가수분해

물 100 mg/mL의 농도에서는 81.2%의 높은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보여주었다. Adenosine 5 mg/mL는 모든 분획

물 50 mg/mL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 분획물의 높은 활

성 저해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도에 따른 분획물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굴 가수분해물과 분획물의 독성

굴 가수분해물과 분획물의 피부세포에 주름 개선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인 CCD986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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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oyster hydrolysate
and its fractions 

Sample, concentration (mg/mL)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

Adenosine 5 21.7±5.7de

OH1)
10
50
100

17.2±10.5ef

24.3±8.3de

81.2±9.5a

OHF2)

10,000 Da< 10 
50 

16.2±4.9ef

53.9±3.8b

3,000∼10,000 Da 10 
50 

15.8±9.5ef

45.3±5.8bc

1,000∼3,000 Da 10 
50 

14.7±1.9ef

50.5±2.7bc

1,000 Da> 10 
50 

 3.0±2.1f

36.0±1.9bcd

5,000 Da> 10
50

 8.9±4.5ef

35.7±3.3cd

1)OH: oyster hydrolysate.
2)OHF: oyster hydrolysate fraction.
Each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n=3).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f)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Production of procollagen of oyster hydrolysate frac-
tions

Sample, concentration (μg/mL) Procollagen production 
(%)

Control 100.0±9.5a

Adenosine 1
10

117.5±9.3ab

127.2±9.1b

OHF1)

10,000 Da< 
1

10
50

107.0±2.6ab

107.9±6.2ab

112.4±1.9ab

3,000∼10,000 Da 
1

10
50

108.5±18.9ab

119.8±7.1ab

128.4±11.2b

1,000∼3,000 Da 
1

10
50

126.8±12.3ab

136.1±8.1b

142.2±4.7b

1,000 Da> 
1

10
50

113.8±4.1ab

115.0±7.3ab

116.1±5.3ab

5,000 Da>
1

10
50

117.0±3.2ab

130.6±14.9b

140.4±6.5b

1)OHF: oyster hydrolysate fraction.
Each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n=3).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Cell toxicity of the oyster hydrolysates and its fractions
Sample, concentration (μg/mL) Cell toxicity (%)

Control 100.0±11.6

   OH1)

5 
10
50 

100 

104.1±6.3
104.9±5.1
104.8±6.6
 99.7±5.2

OHF2)

10,000 Da< 
1 

10 
50 

 99.9±5.2
 96.7±10.2
 98.5±2.9

3,000∼10,000 Da
1 

10 
50 

 99.8±8.3
 99.4±6.7
101.2±3.7

1,000∼3,000 Da
1 

10 
50 

 95.6±4.6
113.5±8.1
112.1±7.9

1,000 Da>
1 

10 
50 

109.8±12.2
102.0±3.4
106.1±7.8

5,000 Da>
1

10
50

102.6±12.3
 98.0±7.9
104.0±9.6

1)OH: oyster hydrolysate.
2)OHF: oyster hydrolysate fraction.
Each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n=3).

를 통해 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4). 먼저 세포를 웰당 

2×103 농도로 96 웰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한 후 굴 가수분해물은 최종농도가 각각 5 μg/mL, 

10 μg/mL, 50 μg/mL 및 100 μg/mL로, 굴 가수분해 분획물

은 1 μg/mL, 10 μg/mL 및 5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배지

에 혼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무처리군에 대비

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의 비를 %로 표시한 결과, 모든 농

도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CCD986sk를 이용한 procollagen 생성 효능

피부를 이루는 주 단백질인 콜라겐은 피부조직의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아세포에서 합성되는데, 먼저 procollagen이 

합성되고 활성 collagen은 procollagen에 결합된 C-pep-

tide가 분해되어 형성된다. 피부 균질물을 가수분해 하여 

C-peptide의 함량을 측정하면 활성화된 콜라겐 함량을 측

정할 수가 있다(29).

모든 분획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rocollagen의 

생성량이 증가하였다(Table 5). 무시료 처리군에 비해 ad-

enosine 10 μg/mL 처리군은 유의적으로 생성량이 증가하

였으며, 굴 가수분해 분획물에서는 1,000~3,000 Da에서 

procollagen 생성량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000 Da 

순이었다. 그렇지만 1,000 Da 미만 분획물의 procollagen 

생성량은 높지 않았다. 1,000~3,000 Da과 5,000 Da 미만

의 분획물에서 콜라겐의 생성률이 거의 비슷한 것에 미루어 

수율 향상과 산업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 5,000 Da 미만 분

획물의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CD986sk를 통한 MMP-1 저해 활성

시료 무처리 대조군과 굴 가수분해 분획물의 MMP-1의 

저해 활성을 비교한 결과(Table 6), 굴 가수분해 분획물은 

모든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MMP-1의 활성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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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MMP-1 inhibitory activities of oyster 
hydrolysate fractions 

　Sample, concentration (μg/mL) MMP-1 inhibitory 
activity (%)

Adenosine 0.1 
1

35.0±7.3a

38.8±12.4a

OHF1)

10,000 Da< 
1 
10 
50 

11.0±2.2bc

16.8±3.7bc

17.3±7.4bc

3,000∼10,000 Da 
1 
10 
50 

 4.3±1.4c

11.6±3.8bc

13.1±6.2bc

1,000∼3,000 Da 
1 
10 
50 

 8.4±2.8c

12.6±1.4bc

25.2±4.3ab

1,000 Da>
1 
10 
50 

  －
11.1±3.4bc

 9.5±4.9bc

5,000 Da>
1
10
50

 5.7±4.9c

13.2±3.9bc

15.6±0.1bc

1)OHF: oyster hydrolysate fraction.
Each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n=3).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였다. Adenosine은 0.1과 1 μg/mL의 농도에서 MMP-1 활

성을 저해하였고 굴 가수분해 분획물은 아데노신에 미치지

는 못하였으나 1,000~3,000 Da 분획물에서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저해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50 μg/mL 농도에서는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5,000 Da 미만의 분획물에

서는 MMP-1 활성 저해능이 1,000~3,000 Da 분획물보다 

좋지 않았다. Procollagen 생성 효능과 MMP-1 저해 효능은 

1,000~3,000 Da에서 모두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노화에 따라 생기는 주름은 진피의 섬유아세포의 기능 저

하로 기인한다. UV 조사나 외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ERK

와 c-JUN kinase의 활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콜라

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collagenase의 활성이 증가되고 

procollagen 합성량이 저하되어 피부의 노화가 진행되며 주

름이 생기게 된다(30). 이러한 기전 때문에 주름 개선 효능

을 갖는 물질 탐색을 위해 procollagen 생성 증진 효능과 

콜라겐을 분해하여 주름 형성을 유도하는 효소인 MMP-1 

활성 저해능을 측정하게 된다. Sanguisorba officinalis 뿌리 

추출물은 MMP-1의 발현을 50 μg/mL의 농도에서 40.6% 

저해하였고, 추출물에서 분리한 Ziyuglycoside Ⅰ은 50 μM 

농도에서 procollagen type Ⅰ의 생성량이 71.3% 이상 증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1). 굴 유래 펩타이드 분획물은 

1,000~3,000 Da의 분획물에서 약 42.2%의 활성 저해능을 

보여주어 S. officinalis 뿌리 추출물과 비슷한 저해 활성을 

보였다. Kim 등(32)은 마늘의 성분인 caffeic acid, S-allyl 

cysteine 및 uracil이 NF-κB의 생성을 억제하여 MMP의 

활성을 저해하고 procollagen 생성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굴 유래 펩타이드 분획물은 1,000~3,000 Da의 분획물에

서 procollagen 생성 효능이 가장 높았고, 콜라겐 분해 효소

인 MMP-1의 활성 저해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5,000 Da 미만의 효능 실험에서는 1,000~3,000 Da의 분획

물과 유사한 높은 활성을 보여 5,000 Da 미만의 분획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procollagen과 MMP-1 활성 저

해능은 분획물에 따라 활성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차이

는 분자량의 차이보다는 항산화 활성과 마찬가지로 가수분

해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따라 생성되는 아미노산 배열 및 

아미노산 조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분자크기

보다는 분획물에 함유된 procollagen 생성을 유도하는 펩타

이드 혹은 MMP-1의 활성을 저해하는 펩타이드가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17,21). 

주름 개선 소재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재 중 

하나가 펩타이드이다. 펩타이드는 합성 펩타이드와 천연물

로부터 추출한 가수분해 추출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생리적 

활성을 가지는 합성 펩타이드로는 Cu-peptide, acetyl- 

peptide 그리고 palmitoyl peptides 등이 있다. 팔미토일 

펩타이드는 피부조직의 재생과정에서 신호전달 물질로 관

여하여 피부의 콜라겐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합성을 촉

진한다(17,21). Acetyl-peptide 중 acetyl-hexapeptide 3

는 무독성의 amino-peptide로 주름 완화 및 초기 노화의 

징후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33)로 일시적으로 신경전

달 물질의 과생성 및 배출을 억제하며 안면 근육 수축의 강

도를 초기화하고 제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Cu-peptide

는 피부재생,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Glycyl-his-

tidyl-lysine에 copper가 킬레이트된 펩타이드로 인체 내에

서 발견된 피부세포의 성장인자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 손

상에 따른 염증을 막아주는 효능(34)을 가지고 있으나 고가

의 원료로 사용량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천연물 유래의 

펩타이드 연구로는 rice peptide와 silk protein인 sericin

에 관한 것이 있다. Rice peptide(35)는 hyaluronic acid의 

합성을 촉진하고 MMP의 활성을 저해하며, 누에에서 추출

한 silk peptide는 MMP 효소 저해제로 작용하고 지질의 과

산화를 억제하며 tyrosinase 활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36, 

37). 이처럼 펩타이드가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나

타내는 데는 signal peptide,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펩타

이드, 신경전달 물질 저해 펩타이드와 운반 펩타이드로 작용

을 한다고 한다(21). 

굴 가수분해물과 분획물은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인 

아데노신보다 높은 활성은 아니지만 단일성분이 아닌 가수

분해 혼합물로서 주름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굴 가수분해물 분획물은 천연물 유래의 펩타이

드 혼합물로 기능적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 펩타이드의 

구조에 대한 연구와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굴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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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경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요   약

해양생물 유래 피부건강 기능성의 소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굴 단백질을 Protamex와 Neutrase로 가수분해 한 후 생성

된 굴 가수분해물 펩타이드의 주름 개선 효과를 조사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은 약 7.9%의 유리아미노산을 포함하며 urea, 

taurine, alanine, glycine 등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았다. 

굴 가수분해물은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세포인 CCD986sk에 대한 독성은 없었다. 분획물의 수

율은 1,000 Da 미만이 40%였으며, 5,000 Da 미만이 60.4 

%를 차지하였다. 1,000~3,000 Da인 분획물이 항산화 활

성, procollagen의 생성능 및 MMP-1 효소 저해 활성이 가

장 높았다. 굴 가수분해물과 5,000 Da 미만의 분획물은 주

름 개선을 위한 피부건강 기능성 소재로서 화장품 등의 제품

에 응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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