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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해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인 전복은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항생제 개발 및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서해안의 다양한 해양 생물 

중에서 전복을 선택하였으며, 전복에서 분리한 항균펩타이드(AMP)를 이용하여 항균펩타이드 유도체인 

Ab4-7를 규명하고 생리활성을 연구하였다. Ab4-7의 항염증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에 Ab4-7을 처리한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TLR4, TNF-α, IL-1β, COX-2, iNOS 등을 억제하고 항산화

와 관련된 유전인자인 HO-1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다. Ab4-7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바탕으

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Ab4-7이 extrocellular matrix metalloproteinase (ECM) 분해에 

관여하여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을 유도하는 유전자인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를 조절하는 효과

를 RT-PCR을 통해 확인하였다. Ab4-7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한 MMPs 관련 유전인자 조절을 통해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 치료제의 기능성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Abalone, a marine organism inhabiting the west coast of Korea, ha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is a resource with potential to be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antibiotic development and cosmetic raw materials. 

In this study, we chose abalone among various marine lives on the west coast. Antibacterial peptide (AMP) was separated 

from abalone and its derivative Ab4-7 was identified and its physiological activity was studied. The treatment of Ab4-7 

in inflammatory RAW 264.7 to check the anti-inflammatory efficacy nhibited inflammatory cytokines, TLR4, TNF-α, 

IL-1β, COX-2, and iNOS and increased mRNA manifestation of HO-1, genes related to antioxidant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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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Ab4-7, the effects of Ab4-7 in the inflammatory RAW 264.7 cells 

were identified through RT-PCR, which regulates the gene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 that induces a variety 

of inflammatory skin diseases by engaging in the decomposition of the extrocellular matrix metalloproteinase (ECM). 

Taken together, it is concluded that Ab4-7 has a powerful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effect and can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for various inflammatory skin disease treatments by controlling the genes associated with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

Keywords: Haliotis discus, antibacterial peptide Ab4-7, inflammatory skin diseases, matrix metalloproteinases, anti-inflammatory

1. 서  론

염증 반응이란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 또는 자극을 통

해 신체 내로 침투한 외부의 항원 및 생체 내 대사산물 중 

자극성 물질에 대한 내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

하여, 모든 조직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대식세포

(macrophage)뿐만 아니라 세포매개면역이나 선천면역체계

에서 제거작용과 함께 회복 및 수복작용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중요한 염증 반응이다[1-3]. 

염증에 의해 일어나는 염증성 피부질환 중에는 접촉피부

염(contact dermatitis)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접촉피부염

은 lipopolysaccharide (LPS)나 allergen과 같은 항원, 온도변

화, 신경 자극, 자외선 등과 같은 자극성 물질이나 환경이 

피부에 접촉하고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면역세포가 생체

의 이물질 등을 인식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면역세포

에서 많은 염증 매개인자들을 분비함으로써 시작된다[4-7].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 중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 enhancer of activated B (NF-κB)는 염증 

반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인자로써, IL-1α, 

IL-1β, IL-6 등의 인터루킨들(interleukins, ILs), MMP-1, 

MMP-2 등의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의 발현 및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s E2 (PGE2) 합성 촉진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로 염증 반응 조절에 관여한다[8-13].

NF-κB에 유도된 다양한 cytokines은 면역 세포를 자가 

활성화시키거나 다른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활성화된 

세포에서 cytokine (IL-1α, IL-1β, IL-6)과 chemokine (COX-2) 

등의 생리 활성 물질들을 분비하여 pro-inflammatory state가 

반복해서 나타나 염증 반응을 지속한다. 지속적인 염증 반

응은 만성 염증으로 변하여 P38 및 c-Jun N-terminal kinases 

(JNK)를 거쳐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기능부전을 일

으킬 수 있으며,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발생량을 증가시켜 세포 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세포와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퇴행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등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염증의 조

절 기전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14].

항균펩타이드는 생물의 선천 면역(innate immunity) 작용

을 담당하는 천연 항균 물질로서, 다양한 미생물에 대해서 

항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 억제 및 전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 12 ∼ 10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된 저분자 펩타이드 물질이다. 이들은 양친매성의 alpha- 

helix 또는 beta-sheet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항균펩타이드

의 양이온 부위와 미생물 세포막의 음이온성 인지질과의 

이온결합과 항균펩타이드의 소수성 부위와 인지질의 소수

성 꼬리부분과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포막과의 

비특이적 결합을 통해서 항균작용을 나타낸다. 특히, 항균

펩타이드는 세포막을 주요 target site로 삼아 병원체의 세

포막을 빠르게 파괴해 내성균의 유발을 막고 외부로부터

의 감염에 대항 가능한 효소 시스템(enzyme system)을 갖

추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닌 차세대 항생제 물질

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천연 물질 유래의 항균펩타이드는 

주로 곤충을 포함한 육상 생물이 주가 되어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 현재 존재하는 생물 유래 의약품 중 25% 이상

이 육상 생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해

양생물의 경우, 지난 30 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생리활성물질로써 갯지렁이, 군소, 게, 홍합, 굴 등 육상⋅

식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15-17].

전복(Haliotis discus)은 복족류(Archaeogastropoda)에 속하

는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비타

민 B1 및 B2가 많고 칼슘, 인 등의 단백질, 미네랄, 타우린

이 풍부한 해산물로 눈을 맑게 하고 피로 회복, 자양강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8,19]. 최근 전복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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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함께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전복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분 분석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항균펩타이드에 관련된 연구는 거

의 진행되어 있지 않아 전복의 host defense mechanism을 

이해하고, 선천 면역 요소들간의 상호연관성 연구를 통한 

전복 유래 항균펩타이드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

황이다[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균펩타이드 디자인

을 위한 모체 펩타이드(parent peptide)로서 참굴(Crassostrea 

gigas) 아가미에서 유래된 항균펩타이드인 cgMolluscidin과 

높은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23], 전복

(Hd)의 아가미에서 정제된 46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균펩타이드(hdMolluscidin)를 사용하였다[24]. hdMolluscidin

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α-helix 구조 부위를 토대로하여 

아미노산의 치환, 첨가, 제거 및 C-말단을 amide화 시켜, 

1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Ab4-7를 디자인하

였으며, 이 펩타이드를 활성화된 대식 세포주 RAW 264.7 

세포에서 Ab4-7를 처리하여,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측

정하고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한 염증성 피부질환 치

료제의 기능성 재료로써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 조건 및 방법

2.1. 항균펩타이드(Ab4-7)의 디자인

hdMolluscidin를 모체(parent)로 한 유도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hdMolluscidin의 2 차 구조 예측을 Expasy tools 

(https://www.expasy.org/tools/)의 GO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23-24]. 그 결과, 예측된 hdMolluscidin의 2 차 구조에서 α

-helix 구조를 나타내는 2 곳 중에서 hdMolluscidin의 중앙에 

위치한 α-helix 구조 부분을 선택하여 유도체 디자인에 활

용하였다. 디자인된 유도체는 특정 위치에서 아미노산들이 

첨가, 치환 및 제거가 되었으며, C-말단은 amid화 되었다

[25]. 전복 아가미에서 정제된 항균펩타이드 Ab4-7은 

hdMolluscidin의 center region으로부터 디자인된 펩타이드로 

10 개의 아미노산(KWLLKLLXXL-NH2)으로 구성된 분자량 

1281 Da의 basic (pl 10.48)한 성질을 가진 펩타이드로 디자

인하였고. 디자인된 펩타이드는 펩트론㈜ (Kroea)에서 순도 

95% 이상으로 합성 및 정제되어 최종적으로 0.01% 초산에 

1000 μg/mL의 농도로 녹여 이후의 실험에 사용되었다.

2.2. 시약 및 기기

Fetal bovine serum (FBS), antibiotic-antimycotic,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rypsin-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Trypsin-EDTA) 등의 세포 배양용 시약들은 

Life technologies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 

배양에 사용된 37 ℃, 5% CO2 incubator는 MCO-230AIC 

(Panasonic, Japan)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lipopolysaccharide (LPS), 

crystal violet, formalin, methanol은 Sigma (USA)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2.3. 피부유해균에 대한 Ab4-7의 생육 저해환 측정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피부유해균 3 종 (세균 2 종: S. 

epidermidis, C. acnes, yeast 1 종: C. albicans)을 사용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농도를 포함한 두 층

의 배지를 사용하는 ultrasensitive radial diffusion assay 

(URDA)법을 이용하였다. URDA에 사용된 S. epidermidis, 

C. albicans는 우선 각각의 배지 및 배양 온도에서 18 h 

동안 pre-culture 후 colorimeter (Product No.52-1210, 

BioMerieux, Inc., USA)를 사용하여 균 농도를 84%T(≒ 1 x 

108 CFU/mL)가 되게 맞추었다. C. acnes은 RCM 배지에 접

종한 후 anaerobic jar에서 Gaspack system (BBL Gaspack 

100TM, USA)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37 oC에서 3 일 동안 

혐기배양한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균농도를 맞추었다. 그 

후, 9.5 mL의 0.03% tryptic soy broth (TSB), sabouraud`s 

detrose broth (SDB),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 (RCM), 

1% TypeⅠ agarose 및 10 mM phosphate buffer (pH 6.5)를 

포함하는 underlay gel에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균액 0.5 

mL을 넣고 잘 섞은 후에 plate에 편평하게 부어 굳혔다. 굳

은 plate에 punch를 사용하여 직경 2.5 mm의 well을 뚫은 

후에 5 μL의 각 추출물 및 정제 단계의 sample을 도입시

켰다. 모든 sample은 0.01% acetic acid 5 μL를 사용하여 

용매에 의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Sample이 배지에 

스며들면 3 h 동안 1 차 배양한 후, 그 위에 10 mL의 6% 

TSB, SDB, RCM, 1% TypeⅠ agarose 및 10 mM phosphate 

buffer (pH 6.5)를 포함하는 overlay gel을 붓고 굳힌 후에 

동일한 온도에서 18 h (S. epidermidis, C. albicans) 또는 72 

h (C. acnes, 위와 동일 조건으로 혐기배양) 동안 2 차 배양

하였다. 배양 후 well 주위에 생긴 clear zone의 크기를 측

정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후, clearing zone 

diameter에서 well diameter (2.5 mm)을 가감한 후에 최소효

과농도(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C, μg/mL)를 계

산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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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포배양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

행 (KCLB 40071,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며, 37 ℃, 

5% CO2 조건하에서 10% FBS와 1% antibiotic-antimycotic (10 

units/mL penicillin, 100 μg/mL sterptomycin, 0.25 μg/mL 

amphotericin)이 첨가된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2.5.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ystal violet assay를 이

용하였다. RAW 264.7 세포를 1 x 105 cells/well의 농도로 

24 well plate에 분주하고, 24 h 동안 전 배양 후 추출물을 

농도별 (6.25, 12.5, 25, 50, 100, 200 μg/mL)로 첨가하여 37 

℃, 5% CO2 incubator에서 24 h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 

well의 media를 제거하고, 1 x PBS 1 mL로 3 회 세척 후, 

10% formalin 용액을 각 well에 200 μL씩 첨가하여 10 min 

고정하였다. 고정을 마치면 20% methanol 이용해 제조한 

1% crystal violet 200 μL을 각 well에 분주한 다음 상온에

서 10 min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나면 각 well에서 염색 용

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6 번 세척 한다. 33% glacial acetic 

acid 용액을 각 well에 250 μL씩 가하여 20 배 희석한 용

액을 96 well plate로 옮겨 염색된 세포의 흡광도를 

microreader기를 이용해 595 nm에서 측정하였다.

Cell viability (%) = sample 흡광도 / control 흡광도 x 100

2.6.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NO 생성량은 Griess 시약을 이용한 nitrite/nitrate assay kit 

(GOMA BIO, Korea)을 통해 세포 배양액 내 존재하는 NO

의 안정된 산화물인 NO2

-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2 x 105 cells/well의 농도로 접

종하여 24 h 배양한 뒤 배지를 버리고 PBS로 세척한 다음 

FBS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배지로 교환하였다. 세포에 1 

μg/mL의 LPS와 추출물을 농도별 (0.1, 1, 10, 50, 100 μg/mL)

로 처리하여 24 h 재배양하였다. 배양액의 상층액을 얻은 

후, 상층액 100 μL와 griess 시약 100 μL을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 NO의 농도는 sodium 

nitrite (NaNO2)의 농도별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7. Total RNA 추출

총 RNA는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 

TRIZol (Sigma, US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추

출하였다. 추출한 RNA는 diethyl pyrocarbonate water (DEPC)

에 용해 시켜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을 수행하였다.

2.8.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PCR은 DNA polymerase, buffer, dNTP, tracking dye가 포

함된 RT-PCR kit (Bioneer, Korea)를 사용하여 mRNA로부

터 cDNA를 합성한 후, toll-like receptor 4 (TLR4),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cyclooxygenase-2 (COX-2), 그리

고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등 각각의 유전자

에 해당하는 primer를 사용하여 94 ℃ 30 s, 55 ∼ 62 ℃ 30 

s, 72 ℃에서 1 min, 총 35 cycles 조건으로 PCR을 수행하

였다. PCR product는 1.5%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 하

여 UV transilluminator로 확인하였다. 정량적 비교를 위하

여 beta-actin으로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primer 염기서열은 다음의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Target 

gene
Description of clinical observation

HO-1
F : 5` - ATGGGTCTCAACCCCCAGC – 3`

R : 5` - GCTCTTTACGCTTTCCAGGAAGTC – 3`

iNOS
F : 5̀  -CGGTGCTGTATTTCCTTACGAGGCGAAGAAGG – 3̀

R : 5̀  - GGTGCTGTCTGTTAGGAGGTCAAGTAAAGGGC – 3̀

COX-2
F : 5` - TTGAAGACCAGGAGTACCGC – 3`

R : 5` - GGTACAGTCCCATGACATCG – 3`

IL-1β
F : 5` - AGCCATGGCAGAAGTACCT – 3`

R : 5` -CAGCTCTCTTTAGGAAGACAC – 3`

IL-6
F : 5` - GTGTTGCCTGCTGCCTTCCCTG – 3`

R : 5` - CTCTAGGTATACCTCAAACTCCAA – 3`

TNF-α
F : 5` - TTGACCTCAGCGCTGAGTTG – 3`

R : 5` - CCTGTAGCCCACGTCGTAGC –3`

TLR4
F : 5` - CAAAATCCCCGACAACCTCC – 3`

R : 5` - TGTAGAACCCGCAAGTCTGTGC – 3`

MMP-9
F : 5` - CATCCGGCACCTCTATGGTC – 3`

R : 5` - CATCGTCCACCGGACTCAAA – 3`

MMP-12
F : 5` - ACCAGAGCCACACTATCCC - 3`

R : 5` - CTCCTGCCTCACATCATACC - 3`

TIMP-1
F : 5` - TGCTGGGTGGTAACTCTTTATTTCA –3`

R : 5` - ATCCTGTTGTTGCTGTGGCTGATAG –3`

beta-

actin

5` - GGATTCCTATGTGGGCGACGA - 3`

5` - CGCTCGGTGAGGATCTTCATG - 3`

Table 1. Sequences of Target Gene-Specific Primers Used in th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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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체 첩포시험

인체 첩포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27]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28]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Frosch & Kligman이 고안한 방법[29]을 

응용하여 특정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가 없는 20 ∼ 60 세

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연구결과를 산업

적으로 활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품산업에서의 이용을 

중점으로 생각하여 피부에 개선에 관심도가 높은 여성 피

험자 32 명(평균연령 41.34 ± 8.06 세)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IRB 승인번호: 제1-220777-A-N-02호-DICN20005). 먼

저, 첩포 부위인 등 부위를 70% ethanol로 소독한 후 시험

물질 Ab4-7이 20 μL가 적용된 patch test chamber (Van der 

Bend, Netherlands)를 첩포 하였다. 48 h 후 첩포를 제거하

고 skin marker (chemotechnique diagnostics AB, Sweden)로 

시험 부위를 표시하였으며, 20 min, 24 h 후에 각 시험 부

위를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Table 2에 제시한 PCPC 

guidelines의 판정 기준에 따랐으며, 2 회에 걸쳐 평가한 피

부 반응은 다음 식을 통해 평균 반응도를 계산하였다.

Grade Description of clinical observation

+1 Silight erythema

+2
Moderate erythema, possibly with barely perceptible 

edema at the margin, papules may be present

+3 Moderate erythema, with generalized edema

+4 Severe erythema with severe edema, with or without vesicles

+5 Severe reaction spread beyond the area of the patch

Table 2. Grading System for Skin Primary Irritation Test

2.10. 통계 분석

인체 첩포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5 회 이상 반복 

실험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평균 ± 표준편차 (mean ± SD)

로 나타내었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IBM, USA)

를 이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시행

하여 p < 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 결  과

3.1. 피부유해균에 대한 Ab4-7의 항균성

피부유해균 3종 (세균 2종: S. epidermidis, C. acnes, yeast 

1종: C. albicans)을 선정하고 disk paper method에 의하여 

Ab4-7의 항균력을 검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S. epidermidis, C. acnes 및 C. albicans 균주에 대한 

Ab4-7의 항균력 test 결과, 다양한 농도 (31.3, 62.5, 125, 

250, 500 그리고 1000 μg/mL)의 Ab4-7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clear zone이 증가함에 따라, Ab4-7이 다음과 같은 3종

의 피부유해균에 대하여 강력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3종의 피부유해균 모두에서 최소 농

도 31.3 μg/mL에서도 clear zone을 형성하고 있어 Ab4-7이 

적은 농도로도 강력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C)를 구해

본 결과, S. epidermidis 균에서는 13.0 μg/mL, C. acnes 균

에서는 14.0 μg/mL 그리고 C. albicans 균에서는 21.0 μ

g/mL의 MEC 값을 구할 수 있었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Ab4-7이 3종의 피부유해균에 강력한 항

균 활성을 가짐으로써, 여드름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에 효

과적인 천연 여드름 치료제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Peptide concentration (μg/mL)
MEC (μg/mL)

1000 500 250 125 62.5 31.3

S. epidermidis 13.0 μg/mL

C. acnes 14.0 μg/mL

C. albicans 21.0 μg/mL

*MEC: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μg/mL) (최소효과농도)

Table 3. Measurement of Antibacterial Activity through Clear Zone Size at Ab4-7 Using Disk Pap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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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ell Viability (%)

Ab4-7의 항염증 효과 규명에 앞서 mouse 유래 대식세포

인 RAW 264.7에 대한 독성과 유효용량의 범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crystal violet assay를 수행하였다. 항균펩타이드

를 농도 별(6.25, 12.5, 25, 50, 100, 200 μg/mL)로 희석한 

sample을 RAW 264.7 세포에 24 h 동안 처리한 후 세포 생

존율을 확인한 결과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5 μ

g/mL 농도의 Ab4-7을 처리한 군에서 비 처리군과 비슷한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며, 50, 100 μg/mL 농도에서 약간의 

독성은 보였으며, 200 μg/mL 농도에서 급격한 세포 사멸

을 일으켜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모든 실험은 

50 μg/mL 미만 농도에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Figure 1). 

양성대조군으로는 0.01 μg/mL 농도의 TGF-β1을 선정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3. Ab4-7의 NO 생성량

그람음성균의 내독소(endotoxin)로 알려진 LPS를 대식세

포에 처리하면, NO 염증성 cytokine과 같은 물질들이 생성

되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병리학적 반응이 일어난다[30]. 

염증 반응에서 NO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방어작용과 

신경전달 및 혈관 조절의 기능을 하지만, 고농도의 NO 생

성은 peroxynitrite, nitrogen dioxide와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

하여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내 유해 산화물질의 축적으

로 인해 만성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및 염증성 피부 

질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4-7의 항염증 

효과를 검토하고자, RAW 264.7 세포에 LPS (1 μg/mL) 또

는 다양한 농도 (10, 20, 30 그리고 40 μg/mL)의 Ab4-7을 

처리하여 24 h 배양 후, 세포 내 NO 생성량을 Griess 시약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NO 생성은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강

력하게 증가하였으며, Ab4-7 10, 20 그리고 30 μg/mL 처

리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 억제하였으며, 40 μ

g/mL 처리 군에서 30 μg/mL 처리 군 대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2).

3.4. Ab4-7의 HO-1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Heme oxygenase-1 (HO-1)은 지질의 과산화, 단백질 산화, 

RNA/DNA 손상 등에 방어 작용을 하는 유전자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에 대해 저항성을 제공하여 

HO-1의 유도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의 보호 작용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Heme-HO-1 system의 산물인 

biliverdin이 부종의 형성, 백혈구의 흡착과 이동 그리고 

IL-6와 IL-1β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을 감

소시킬 뿐만 아니라, CO와 biliverdin 같은 HO-1의 heme 분

해에 따른 catabolic 산물들이나 HO-1에 의한 signal 

transduction pathway의 조절은 COX의 활성 및 그 발현과 

NO 생성의 억제를 통해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31]. Ab4-7의 HO-1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RT-PCR을 진행한 결과, HO-1 mRNA 발

현이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감소 되었으며, 농도별(10, 20, 

30 그리고 40 μg/mL)로 분주한 Ab4-7 처리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HO-1 mRNA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Figure 1. Cell viability of Ab4-7 was determined by crystal 

violet assay using RAW 264.7 macrophages. The data are 

expressed as % of solvent control (Mean ± SD, *p < 0.05, 

Ab4-7 vs. TGF-β1 group).

Figure 2. Effect of Ab4-7 on nitric oxide (NO) production of 

RAW 264.7 cells. RAW 264.7 cell s were treated with c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and LPS 

(1 μg/mL) and then incubated for 24 h. Nitrite levels in the 

culture media were determined using the Griess reagent and 

were presumed to reflect the levels of NO. The values shown 

ar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the LPS-induc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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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b4-7이 iNOS와 COX-2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LPS에 의해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iNOS 및 

COX-2 발현에 대한 Ab4-7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iNOS 및 COX-2 mRNA 발현은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강력하게 증가 되었으며, 농도별(10, 

20, 30 그리고 40 μg/mL)로 분주한 Ab4-7 처리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iNOS 및 COX-2의 mRNA 발현이 감소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3.6. Ab4-7이 IL-1β, IL-6 및 TNF-α 생성에 미치는 영향

IL-1β, IL-6 및 TNF-α는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주요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다. IL-1β, IL-6 및 TNF-

α은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대식세포의 표면

의 수용체인 toll-like receptor 4 (TLR4)가 이를 인식하고 활

성화 하는 염증 매개물질로, 발열, 부종, 발적, 통증 등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32-33], IL-1β, IL-6 

및 TNF-α 발현에 대한 Ab4-7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LPS에 의해 자극된 

RAW 264.7 세포에 Ab4-7을 농도별 (10, 20, 30 및 40 μ

g/mL)로 처리하여 24 h 배양하였다. 그 결과, IL-1β, IL-6 

및 TNF-α mRNA 발현은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강력하게 

증가되었으며, Ab4-7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5).

+ LPS (1 μg/mL)

Ab4-7

(㎍/mL)
- - 10 20 30 40

HO-1

beta-actin

Figure 3. Effect of Ab4-7 on the mRNA of HO-1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or LPS (1 μg/mL)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quantified by 

beta-actin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expressed as a comparative graph, and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HO-1 were 

measured by RT-PCR.

+ LPS (1 μg/mL)

Ab4-7

(㎍/mL)
- - 10 20 30 40

iNOS

COX-2

beta-actin

Figure 4. Effect of Ab4-7 on the mRNA of iNOS and COX-2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or LPS (1 μg/mL)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quantified by 

beta-actin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expressed as a comparative graph, and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iNOS and 

COX-2 were measured by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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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b4-7이 TLR4 생성에 미치는 영향

Toll-like receptor 4 (TLR4)는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LPS를 인식하고 염증 매개물질을 활성화하는 대

식세포 표면의 수용체로 TLR4 발현에 대한 Ab4-7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RAW 264.7 세포에 LPS 및 Ab4-7을 농도별 (10, 20, 30 및 

40 μg/mL)로 처리하여 24 h 배양하였다. 그 결과, TLR4 

mRNA 발현은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강력하게 증가 되었

으며, Ab4-7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관

찰할 수 있었다(Figure 6).

3.8. Ab4-7이 MMP-9, MMP-12 및 TIMP-1에 미치는 영향

Matrixins라고도 명명하는 MMPs는 세포성장인자, 호르

몬 및 cytokines 등에 의해 전사 조절되며, ECM의 분해 과

정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하여 배발생, 형태형성, 생식 및 

조직의 흡수와 재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다양

한 생체 내 원인에 의해 내인성 억제자인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 (TIMPs)와의 불균형은 과도한 MMPs

의 증가로 이어져 피부 조직의 손상을 통한 염증성 피부질

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있어[8-13], MMP-9, MMP-12 

및 TIIMP-1 발현에 대한 Ab4-7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LPS에 의해 자극된 RAW 

264.7 세포에 Ab4-7을 농도별 (10, 20, 30 및 40 μg/mL)로 

+ LPS (1 μg/mL)

Ab4-7

(㎍/mL)
- - 10 20 30 40

IL-1β

IL-6

TNF-α

beta-actin

Figure 5. Effect of Ab4-7 on the mRNA of IL-1β, IL-6 and TNF-α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or LPS (1 μg/mL)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quantified by beta-actin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expressed as a comparative graph, and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IL-1β, IL-6 and TNF-α were measured by RT-PCR.

+ LPS (1 μg/mL)

Ab4-7

(㎍/mL)
- - 10 20 30 40

TLR4

beta-actin

Figure 6. Effect of Ab4-7 on the mRNA of TLR4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or LPS (1 μg/mL)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quantified by 

beta-actin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expressed as a comparative graph, and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TLR4 was 

measured by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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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24 h 배양하였다. 그 결과, MMP-9, MMP-12 및 

TIMP-1 mRNA 발현은 LPS 염증 유도 군에서 강력하게 증

가하는 결과를 통해, LPS로 인한 염증 반응이 MMPs와 

TIMPs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MMP-9, MMP-12 및 TIMP-1

의 mRNA 발현을 모두 증가시켰으며, Ab4-7의 처리가 

MMP-9, MMP-12 및 TIMP-1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켜 

MMPs와 TIMPs의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성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Figure 7). 

3.9. 인체 첩포시험에 의한 Ab4-7의 피부자극 평가

In vitro 항염증 활성 스크리닝 결과 Ab4-7이 효과적인 

항염증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체 피부에서의 피부 자

극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액상 상태의 Ab4-7 1% 용액을 

32 명의 피험자에 첩포 하여 인체 첩포 시험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reaction grade가 0.0으로 32 명의 피험자에서 

모두 음성반응을 보여, Ab4-7은 인체 피부 일차 자극 측면

에서 저자극 범주의 물질로 판단된다(Table 4).

No Test sample
No. of 

responder

Reaction grade

24 h 48 h Mean

1 Ab4-7 0 0.0 0.0 0.0

2 Negative control 0 0.0 0.0 0.0

Table 4. Results of Human Skin Primary Irritation Test of Ab4-7

4. 고  찰

염증성 피부질환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피부에서 

일어나는 피부 면역반응의 결과이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

된 피부는 다양한 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하여 피부의 표피

나 진피로 림프구,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 세포들의 침투를 

유도한다. 이러한 피부에서의 염증반응은 아토피, 성인 여

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동반한다. 최근 들어, 이러

한 염증성 피부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천연 소재를 이용

한 기능성 소재 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웰

빙 트렌드에 맞는 소재 개발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항균펩아티드는 선천성면역체제에서 매우 중요

한 생체방어물질로서 미생물의 세포막에 작용하는 

membrane-active 메커니즘으로 항균펩타이드가 세포막 구성

성분들과 이온결합 및 소수성 결합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막에 구멍(pore)을 뚫거나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항균, 항

염 및 항암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국내에 자생하는 천연 

식물 외에 해양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까지 연구 폭이 확

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된 항균펩타이드인 

Ab4-7을 이용하여 기능성 천연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연구

하였다. 항염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대식세포주

인 RAW 264.7 세포에 LPS로 유도된 염증 반응에서 LPS에 

의해서 유발된 TLR4의 과발현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으며, 

+ LPS (1 μg/mL)

Ab4-7

(㎍/mL)
- - 10 20 30 40

MMP-9

MMP-12

TIMP-1

beta-actin

Figure 7. Effect of Ab4-7 on the mRNA of MMP-9, MMP-12 and TIMP-1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μg/mL) of Ab4-7 or LPS (1 μg/mL)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quantified by beta-actin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expressed as a comparative graph, and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MMP-9, MMP-12 and TIMP-1 were measured by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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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S 및 COX-2와 같은 염증성 매개체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그리고 TNF-α의 생성 및 발현

이 Ab4-7에 의하여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염

증 반응으로 증가한 cytokine에 의해 발생하는 MMPs와 

TIMPs의 불균형에서 Ab4-7이 MMP-2, MMP-9 그리고 

TIMP-1의 mRNA 발현이 조절됨을 RT-PCR을 통해 확인하

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b4-7이 해양생물 유래 

항균펩타이드로써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에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과도한 염증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토피, 여드름 등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에서 

Ab4-7이 천연 물질 유래 항균펩타이드로서 안정성, 유효성이 

매우 뛰어난 원료이며, 다양한 염증성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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