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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 복합 섭취에 의한 피부보습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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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k-derived milk ceramide (MC) and low molecular fish collagen (LFC) are materials that are
effective in skin hydration and elasticity, and are widely used as skin functional ingredients. This study undertook
a clinical trial to evaluate the synergistic effects of MC and LFC complex on skin hydration and elasticity. Participants
(n=21)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MC, LFC, or a complex of MC and LFC, twice a day for 4 weeks.
Skin hydration,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elasticity and dermis density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4 weeks administration. Compared to the MC and LFC groups, skin hydration and TEWL were significantly improved
(P<0.05) in the MC＋LFC group after 4 weeks. Both skin elasticity and dermis density also showed improvement
in the MC＋LFC group after 4 weeks,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ixture of MC and LFC exerts a synergistic effect in improving human skin hydration, as compared to MC
and LFC administration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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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하여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릴린 등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섬유의 합성량이 줄어들고 구조의 밀집도가 약해져 탄력이

피부는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및 피하조직(sub-

감소하며 피부세포 내 수분이 손실되고 각질층의 구조가 변

cutaneous tissue)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

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된 바 있다(Bertuccelli 등, 2016).

인 표피의 각질층은 세 가지 주요지질, 즉 세라마이드, 유리

피부의 탄력성이나 보습은 피부의 가장 외층인 표피의 각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이 각각 50%, 25%, 25%로 구성되어

질층에 존재하는 수분과 진피에 존재하는 콜라겐에 의해 유

있는데, 이러한 지질들은 피부의 수분손실을 최소화하고 외

지되는데, 각질층의 수분함량은 표피에서 생성･분비되는 지

부로부터의 물질 흡수, 미생물 감염 예방 등의 역할을 한다.

질 혼합체인 피지막과 각질층 내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인

한편, 피부의 진피는 섬유 성분과 기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자연 피부보습인자(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에

있는데, 그중 콜라겐은 입체구조 유지, 인장강도 부여 등의

의해 결정된다. 건강한 표피의 각질층은 15~20%의 수분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진피층의 90%를 차지하

함유하고 있으며,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

며, 엘라스틴은 탄력섬유로서 진피층의 3~4% 정도를 차지

해지고 윤기와 탄력이 없어져 주름이 증가하게 된다.

하고 입체구조 사이를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피부탄력을 유

지질 성분들로 구성된 세라마이드는 세포 간 intercellular

지하며, 그 외에 수분보유능이 강한 히알루론산, 뮤코다당체

cement의 35~40%를 차지하며 피부의 수화와 관련이 있어

등의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Pappas, 2009; Elias와

세라마이드 지질 성분들의 생성 및 분비가 감소하면 라멜라

Feingold, 1992; Mutanu Jungersted 등, 2010).

구조가 파괴되면서 경피수분손실(TEWL, transepidermal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섬유아세포의 작용과 세포수가 감

water loss)이 증가하여 피부는 건조해지고 표면이 메마르
며 각질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밀크세라마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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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유청에서부터 에탄올로 추출한 극성 지질로 대부분
인지질(주로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과 스
핑고지질(주로 스핑고미엘린)로 이루어져 있어서(Le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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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피부보습을 위해 필요한 세라마이드의 전구체들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풍부한 식품 원료이다. 우유의 지방은 스핑고미엘린의 식이

MC
LFC
MC＋LFC
Avg of age1)
43.43±2.94
45.14±3.89
45.86±3.24
1)
Mean±SD (n=7).
MC, LFC, and MC＋LFC mean milk ceramide group, low molecular fish collagen group and a complex of MC and LFC
group, respectively.

급원이며, 식이로 섭취한 스핑고미엘린은 체내 세라마이드
수준을 높이고, 이 세라마이드는 표피의 수분공급과 피부장
벽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Parodi, 1997; Graves 등,
2007).
한편, 최근 어류의 비늘에서 분리한 콜라겐 펩타이드 섭
취로 인체에서의 피부보습 혹은 주름생성 억제 등의 피부손

저분자 피쉬콜라겐 혼합 섭취군(MC＋LFC)으로 각 군당 무

상 개선 효과들이 많이 보고된 바 있으며(Asserin 등, 2015;

작위로 7명씩 3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섭취 그룹에 따른 피

Matsuda 등, 2006; Shigemura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험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시험물질은 4주간 1일 2회

이러한 어류 콜라겐 펩타이드와 우유의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하도록 하였다.

섭취하였을 때 피부노화가 시작되는 여성들에게서 피부손
상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시험물질

세라마이드와 콜라겐 각각을 섭취했을 때, 피부의 보습이

시험에 사용된 밀크세라마이드는 우유에서 분리한 유청

나 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번 보고된 바

단백질에서 주정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분말로

있었으나(Kim 등, 2018a; Kim 등, 2018b; Venkataramana

최종원료는 단백질 35~40%, 지방 30~35%로 구성되어 있

등, 2020), 표피와 진피에서 각각의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을

으며, 특히 인지질 함량은 10~15%로 인지질은 주로 스핑고

동시에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인체에서 연구된

미엘린, 세레브로사이드,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콜린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2가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저분자 피쉬콜라겐

피부 유효 성분을 같이 섭취했을 때와 각각 섭취했을 때를

은 팡가시우스 어피를 효소 처리한 가수분해물을 분무 건조

비교하여 피부 기능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미노산 구성 및 함량을 분석하여 프롤

건강기능식품 피부 건강 제품에 활용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린 및 하이드록시프롤린 함량의 합이 전체 아미노산 중 20~

자 한다.

25%인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은 밀크세라마이드, 저분자 피
쉬콜라겐을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시험군은 밀크세라마이

재료 및 방법

드 섭취군(MC), 저분자 피쉬콜라겐 섭취군(LFC), 밀크세라

시험대상 선별 및 연구 기간

마이드 및 저분자 피쉬콜라겐 혼합 섭취군(MC＋LFC)으로

연구에서 수행된 인체적용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

시험물질 조성은 Table 2와 같다. 기타 혼합물은 무수결정

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 및 인체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포도당, 에리스리톨, 요거트 분말, 효소처리 스테비아 등으

Practice)에 기초하여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생명

로 시험물질 섭취 편의를 위해 포함되었다.

윤리심의위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umber: 1-

평가 방법

1217135-AB-N-02-20022).
본 시험의 피험자는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의 모

연구 대상자들은 시험물질 복용 전과 복용 4주 후의 피부

집공고를 통해 선별하였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대상자에서

변화(피부수분량, 경피수분손실량, 피부탄력, 진피치밀도)

피부질환을 포함한 급･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

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세안 후 항온･항습 조건(온도 22±

중 본 시험 시작 6개월 이내 피부과적 시술 및 기타 피부

2°C, 습도 50±10%)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20분간 피부 안

관리를 받거나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제외하여

정을 취한 후 시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부위는 좌측

선별하였다. 모집된 피험자는 만 39~50세 여성 21명으로

또는 우측 뺨과 전박 부위(좌/우)로 정하고 기기 측정을 실시

평균 연령은 44.81±3.37세이며, 밀크세라마이드 섭취군

하였다. 시험물질 복용 후 방문 시 피험자의 시험물질 복용

(MC), 저분자 피쉬콜라겐 섭취군(LFC), 밀크세라마이드 및

중 시험물질에 의한 피부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the test sample containing milk ceramide and low molecular weight fish collagen
MC
LFC
MC＋LFC
Ingredients
mg
%
mg
%
mg
%
Milk ceramide
600.0
35.60
－
－
600.0
22.4
Low molecular-weight fish collagen
－
－
1,000.0
47.9
1,000.0
37.2
Vitamin C
136.9
8.12
136.9
6.6
136.9
5.1
Excipients, sweetener, and flavor mix
948.5
56.30
948.5
45.5
948.5
35.3
Total content

1,685.4

100.0

2,085.4

100.0

2,68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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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수분량 측정
피부수분량은 Corneometer® CM825(Courage＋Kha-

Table 3. Skin hydration value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Unit: A.U.)

zaka GmbH, Köln, Germany)를 통해 확인하였다. 피험자

Classification

의 좌측 또는 우측 뺨과 전박 부위를 각 3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분석하여 수치화하였다.

경피수분손실량은 Vapometer (Delfin Technology, Kuopio, Finland)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으로부터 증발되는 수분
량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측정마다 피험자의 좌측 또는
우측 뺨과 전박 부위를 2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하
였다.

피부탄력 측정
피부탄력은 피부탄력 측정 장치인 Cutometer® MPA580

Before

Change
ratio (%)1)

After

MC
LFC
MC＋LFC

*

Cheek

36.31±2.69 42.33±2.09
32.70±1.85 36.89±2.26
34.63±1.20 45.84±0.83*

▲16.56
▲12.80
▲32.38

*

Forearm

MC
LFC
MC＋LFC

34.73±2.28 40.30±2.35
*
37.60±2.07 42.01±2.11
*
35.19±1.93 42.59±2.30

▲16.04
▲11.74
▲21.03

경피수분손실량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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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mean±SE (n=7).
Before: skin hydration value just before administration, After:
skin hydration value after four weeks of administra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efor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1)
Change ratio (%)＝{(after skin hydration value－before skin
hydration value)/ before skin hydration value}×100 calculated
by mean value.

(Courage＋Khazaka GmbH)을 사용하였다. 측정 시점마다
피험자의 좌측 또는 우측 뺨 부위를 1회 측정한 후, 피부탄력

후 피험자의 피부수분량과 경피수분손실량을 측정하였다.

인자(R2: overall elasticity) 값을 분석하였다.

피부수분량은 전기용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피부의 수분함
량에 따른 피부의 전기전도도에 따라 수치화하였다. 피부수

진피치밀도 측정

분량(Table 3)은 모든 섭취군이 뺨과 전박에서 유의미한 증

진피치밀도(intensity)의 경우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장치

가(P<0.05)를 나타냈다. 그중 뺨에서의 피부수분량은 MC

인 DermaScan® C USB(Cortex Technology, Hadsund,

＋LFC군에서 섭취 전 34.63±1.20 A.U., 섭취 후 45.84±

Den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피험자

0.83 A.U.로 가장 큰 수분변화를 보였으며 32.38%의 피부

의 좌측 또는 우측 뺨 부위를 1회 촬영한 후 진피치밀도를

수분량 증가율을 나타냈다. 뺨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박에서
의 피부수분량 역시 모든 섭취군에서 유의미한 증가(P<

분석하였다.

0.05)를 보였으며 MC＋LFC군에서 섭취 전 35.19±1.93

통계 분석

A.U., 섭취 후 42.59±2.30 A.U.로 21.03% 증가하여 가장

본 시험을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Package

큰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뺨에서 섭취군 간의 피부수분변화

Program version 25(IBM, New York, NY, USA)를 이용

량 비교에서 MC군, LFC군 대비 MC＋LFC군의 수분변화량

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시점별 비교는 Wilcoxon signed

이 유의미하게 증가(P<0.05)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1).

rank test, 군간별 비교는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

경피수분손실량은 피부 표면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양으

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

로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Vapome-

였다.

ter®(Delfin Technology)로 피험자의 뺨과 전박에서 수분
량을 측정하여 경피수분손실량을 평가하였다(Table 4). 시

결과 및 고찰

험물질 섭취 4주 후 뺨에서의 모든 그룹의 경피수분손실량
이 감소하였다. 특히 MC＋LFC군에서 섭취 전 13.06±1.08

시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2
g/m h에서, 섭취 후 11.24±0.54 g/m h로 13.89% 경피수

4주 섭취 복용에 대한 시험 대상자의 순응도는 99.66±

분손실량의 유의적 감소(P<0.05)를 나타내었다. 전박에서

0.91%로 나타났다. 섭취 그룹에 따른 피험자의 나이(Table

의 경피수분손실량은 MC＋LFC군에서만 감소를 보였으며,

1), 순응도에 대한 그룹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

MC 및 LFC군에서 경피수분손실량의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

0.05). 또한, 시험물질에 대한 이상반응 평가(가려움, 피부

다. 뺨과 전박에서 섭취군 간의 경피수분손실량 변화는 MC

트러블 반응, 어지러움 등)에서 모든 그룹은 이상 반응이

군, LFC군과 비교하여 MC＋LFC군에서 보다 높은 경피수

관찰되지 않았다(결과 미제시).

분손실량의 감소가 확인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2). 즉, MC와 LFC의 복합 섭취 시 섭취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가 피부
보습에 미치는 영향

전에 비해 4주 섭취 후 뺨에서의 경피수분손실량이 유의적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가 피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디펩타이드 및 트리펩타이

부보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물질 섭취 전과

드 등은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유아미노산으로 흡수

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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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kin hydration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Bars represent mean±SE
(n=7). The skin hydration changes of MC
and LF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MC＋LFC for cheek by
Mann-Whitney U-test (P<0.05).

되어 혈액 속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인

아세포에서 HAS2 전사를 활성화함으로써 히알루론산의 합

체 내 다양한 조직에서 흡수될 수 있고 특히 피부로 흡수된

성을 자극하고 합성된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진피와 표피에

콜라겐들은 다른 조직보다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

서 수분과 결합하여 피부수분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

었다(Watanabe-Kamiyama 등, 2010). 또한 하이드록시프

져 있다(Asai 등, 2020; Ohara 등, 2010). Pro-Hyp은 일반

롤린을 함유하는 펩타이드는 피부 섬유아세포의 성장 및 히

적으로 소비되는 단백질에서 유래할 수 없고 펩타이드에서

알루론산의 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라겐에

유래되며 주로 콜라겐의 분해과정 중에 발생하여 혈액에서

서 유래한 prolyl-hydroxyproline(Pro-Hyp)은 피부 섬유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Iwai 등, 2005).

Table 4.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value with MC,
2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Unit: g/m h)
Change
Classification
Before
After
ratio (%)1)
MC
13.01±1.63 12.79±1.53
▼1.76
Cheek
LFC
12.97±1.59 12.30±1.13
▼5.18
MC＋LFC 13.06±1.08 11.24±0.54* ▼13.89

벽의 보호 기능이며, 각질층의 세라마이드가 감소하면 피부

또한 피부 각질층에서 세라마이드의 주된 역할은 표피장

Forearm

MC
LFC
MC＋LFC

7.41±1.08
7.46±0.67
8.56±0.84

7.81±1.01
7.74±0.40
7.99±0.82

▲5.39
▲3.83
▼6.68

Values are mean±SE (n=7).
Before: TEWL value just before administration, After: TEWL
value after four weeks of administra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efor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1)
Change ratio (%)＝{(after TEWL value－before TEWL value)/ before TEWL value}×100 calculated by mean value.

장벽 기능을 약화해 피부 간 수분손실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본 시험에 사용된 밀크세라마이드는 인지질이
풍부한 원료이며, 그중 스핑고미엘린이 20~25%를 차지한
다. 스핑고미엘린은 포유류 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피
부 표피의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라멜라 구조의 기본 구성요
소이기도 하다. 우유에서 추출한 밀크세라마이드에 포함된
스핑고미엘린은 다른 식품에서 유래된 인지질과 비교했을
때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스핑고미엘린의 구조 성분인
스핑고이드의 공급원에 따른 흡수율을 Caco-2 세포에서 평
가했을 때 식물 유래 스핑고이드 대비 동물 유래 스핑고이드
의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핑고미엘린이
피부 표피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Morifuji, 2019; Potočki, 2016; Suga-

Fig. 2. Changes in TEWL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Bars represent mean±SE (n=7).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피부보습 시너지 효과

wara 등, 2004).
스핑고미엘린의 섭취는 피부 내 세라마이드 함량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핑고미엘린을 섭취한 마우
스에서 피부수분량 증가 및 피부 세라마이드 함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한 스핑고미엘린은 피부로 흡수되
어 표피 세라마이드로 전환되고 이는 피부수분량과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ruta-Ono 등, 2012a;
Haruta-Ono 등, 2012b). 20~39세 성인 314명을 대상으로
스핑고미엘린이 10 mg 포함된 인지질을 매일 12주간 섭취
한 경우 피부수분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발꿈치에서의 피
부수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지를 통한 평가에서도 피부수분 증가에 대한 항목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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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asticity parameters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Unit: R2)
Classification

Before

After

Change ratio
(%)1)

MC
LFC
MC＋LFC

0.70±0.02
0.71±0.02
0.68±0.02

0.71±0.03
0.75±0.02*
0.72±0.02*

▲2.33
▲5.65
▲6.69

Values are mean±SE (n=7).
Before: elasticity parameters just before administration, After:
elasticity parameters after four weeks of administra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efor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1)
Change ratio (%)＝{(after elasticity parameters－before elasticity parameters)/ before elasticity parameters}×100 calculated by mean value.

적인 개선을 나타냈다(Higurashi 등, 2015).
따라서 밀크세라마이드의 섭취 중 인지질 특히 스핑고미

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4주 섭취 전후 진피치밀도를

엘린의 섭취가 피부 세라마이드 함량의 증가에 도움을 주어

측정하여 영상화하였다(Fig. 4). 진피치밀도 영상 결과에서

피부수분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진피는 노란색으로 표현되며 피하층은 녹색 또는 검은색으

에서는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

로 나타난다. 진피치밀도 영상을 바탕으로 개선 효과를 평가

에 의해 피부수분량 증가와 피부장벽 기능도 강화되어 시너

하기 위해 강도(intensity)로 변환하여 비교하였으며 강도

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값이 클수록 진피의 치밀도가 높음을 나타낸다(Table 6).
밀크세라마이드, 저분자 피쉬콜라겐, 밀크세라마이드 및 저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가 피부
탄력에 미치는 영향

분자 피쉬콜라겐 복합물 모두 섭취 전후 진피치밀도에서 유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합 섭취가 피

취 전 16.30±0.73%에서 섭취 후 16.31±0.54%로 진피치

부탄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물질 섭취 전후

밀도 상승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MC,

피험자의 피부탄력 및 진피치밀도를 측정하였다. 피부탄력

LFC 단독 섭취군에서는 진피치밀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없

도 측정 파라미터는 총 탄력을 의미하는 R2(overall ela-

었다.

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MC＋LFC군의 경우 섭

sticity)로 1에 가까울수록 피부탄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피부의 탄력은 주로 진피의 세포 외 기질 중 콜라겐 및

다. 피험자 그룹에서 섭취 전후의 피부탄력도를 측정하였을

섬유망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탄력 섬유망이 피부탄력에

때 LFC군과 MC＋LFC군에서 피부탄력도가 유의적으로 상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라겐의 섭취는

승(P<0.05)하였다(Table 5). 피부탄력 변화량에서 그룹 간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의 조절을 통해 인체 내

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MC＋LFC군에서 가장 큰 증가율

콜라겐 및 탄력 섬유망의 함량에 영향을 주어 피부탄력을

을 보였고 LFC군, MC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섭취군 간의

조절할 수 있다. 노화의 진행에 따라 MMPs 발현이 촉진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Fig. 3).

어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고,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섭취로

밀크세라마이드, 저분자 피쉬콜라겐, 밀크세라마이드 및

체내 MMPs 발현을 조절하여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 것

저분자 피쉬콜라겐 혼합물의 섭취가 진피치밀도 개선에 차

으로 나타났다(Ishikawa 등, 1995; Pyun 등, 2012). 또한

Fig. 3. Changes in elasticity parameters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Bars represent
mean±SE (n=7). The values of MC and
LFC did not differ from the value of MC
＋LFC by Mann-Whitney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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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rmis density scanner image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the test
samples. The images were scanned by
DermaScan® C USB. Dermis density
(green dots) increased in MC＋LFC
group after administration for 4 weeks.
However the dermis density did not increase in MC and LFC groups by image
analysis.

Table 6. Dermis density values with MC, LFC, and MC＋LFC
administration for 4 weeks on cheek
(Unit: %)
Classification

Before

After

Change ratio
1)
(%)

MC
LFC
MC＋LFC

16.56±0.84
14.90±0.51
16.30±0.73

16.28±0.84
14.39±0.59
16.31±0.54

▼1.72
▼3.42
▲0.04

Values are mean±SE (n=7).
Before: dermis density values just before administration, After:
dermis density values after four weeks of administration.
1)
Change ratio (%)＝{(after dermis density values－before dermis density values)/ before dermis density values}×100 calculated by mean value.

세라마이드 및 콜라겐 혼합 섭취군의 변화량이 밀크세라마
이드군, 저분자 피쉬콜라겐군 단독 섭취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탄력 변화에서는 밀크세라마이드 및 저
분자 콜라겐 혼합 섭취군의 탄력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군 간의 변화량에서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
다. 진피치밀도 역시 밀크세라마이드군, 저분자 피쉬콜라겐
군에서 감소하였으나, 밀크세라마이드 및 저분자 피쉬콜라
겐 혼합 섭취에서 진피치밀도가 상승하였다. 다만 콜라겐과
세라마이드의 섭취 기간과 농도에 따라 탄력 섬유망의 형성
기간, 피부의 수화 정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기간 및 섭취 양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글루코실세라마이드의 섭취는 피브로넥틴의 합성과 히알루

복합 섭취가 개별 섭취 대비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 향상에

론산 생성의 전구체로써 활용될 수 있고, 이는 피부탄력 향

시너지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피부 건강 소재로 활용될 수

상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섭취와 밀크세라마이드의 섭취가 피부의 탄력 섬유망의 증
가와 피부수분량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Gosline 등, 2002). 다만 콜라겐의
섭취 기간과 섭취량, 탄력 섬유망의 형성 기간, 피부의 수화
정도에 따라 탄력 향상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섭취 기간 및 섭취량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복
합 섭취가 피부의 수분 및 탄력 변화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
내는지 연구하였다. 만 39~50세 여성을 밀크세라마이드,
저분자 피쉬콜라겐, 밀크세라마이드 및 저분자 피쉬콜라겐
혼합 섭취군으로 나누어 각 7명씩 4주간 섭취하도록 한 후
밀크세라마이드와 저분자 피쉬콜라겐의 혼합 섭취의 시너
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섭취 전후 피부보습 인자(피
부수분량, 경피수분손실량) 및 피부탄력 인자(피부탄력, 진
피치밀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섭취군 간 및 섭취 전후 변화
량을 비교하였다. 피부수분량과 경피수분손실량에서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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