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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섭취가 피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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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icacy of AP Collagen Peptides Intake on Skin Wrinkle,
Elasticity, and Hydration Improvement
Kyoungmi Jung, Mi-Suk Yang, Seung Hun Kim, Jonghwa Roh, and Wangi Kim
AMOREPA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BSTRACT Collagen is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known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human health when
consumed as a food or dietary ingredient. This double-blinde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AP collagen peptides (APCP) containing 3% glycine-proline-hydroxyproline, on improving
skin wrinkles, elasticity and hydration. Totally, 105 subjects with crow’s-feet wrinkle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placebo, APCP 1,000 mg or APCP 1,500 mg, once daily for 12 weeks. Efficacy endpoints of skin
wrinkles, elasticity and hydration were measured at baseline, 6 and 12 weeks, and at the 2-week follow-up visit.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 visual evaluations and R3 (average roughness) values of crow’s-feet wrinkl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APCP groups at 12 weeks, and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until 2 weeks
after completion of ingestion. During the intake period at 6 and 12 weeks, three parameters for skin elasticity (R2,
R5, R7)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APCP groups, as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 APCP group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kin hydration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at 12 weeks and
at 2 weeks after the end of intake. No adverse effects were encounter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PCP 1,000 mg and 1,500 mg can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ingredient to improve human skin conditions
related to skin aging and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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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여, 세포구조 유지 등 인체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Subhan 등, 2015; Silva 등, 2014). 특히 피부 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리활성 기능을

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콜라겐의 피부 내 질적 양적 변화는

가지는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이나 식품

다양한 대사활성 감소를 유도하여 피부노화를 일으킨다

소재의 섭취를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너뷰티 개

(Varani 등, 2000; Shin 등, 2019). 피부노화는 나이가 들어

념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능성 식품 소재의 개발이 활발해지

감에 따른 내인성 노화와 자외선 노출에 의한 광노화와 같은

고 있다(Jung과 Lee, 2014; Shim과 Lee, 2019). 이러한

외인성 노화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콜라겐 양과 콜라겐 섬

이너뷰티 식품 소재로는 히알루론산,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유 길이의 감소와 같은 세포외기질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

콜라겐 펩타이드와 같은 피부 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들이

여 진피층의 탄력을 감소시켜 깊은 주름을 생성하고 피부건

있는데(MFDS, 2016), 이 중 콜라겐 섭취를 통한 피부 건강

조와 색소침착 등을 일으키게 된다(Scharffetter-Kocha-

의 유익한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nek 등, 2000; El-Domyati 등, 2002). 이러한 피부노화를

이 증가하고 있다(Barati 등, 2020).

지연시키기 위해 생체 내 세포외기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다

콜라겐은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 단백질(structural proteins) 중 하나로, 인장강도

양한 소재들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콜라겐도 주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McCabe 등, 2020).
돼지, 소, 어류의 피부/비늘 및 뼈 등에 존재하는 콜라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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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내 생체 적합성과 생체 활성을 가지면서 다른 단백질
대비 약한 면역원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Avila Rodríguez 등, 2018). 콜라겐을 섭취하면
생체 내 분해과정을 통해 글라이신-프롤린(Gly-Pro)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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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Pro-Hyp)과 같은 다이펩타이드

엘리드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dipeptides)나 글라이신-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Gly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조직에 분포하게 된다(Daniel,

인체적용시험용 식품 및 섭취 방법
본 시험은 실꼬리돔(Nemipterus virgatus)의 비늘로부

2004; Iwai 등, 2005; Ohara 등, 2010). 고분자 형태의 콜라

터 추출한 젤라틴을 원료로 하는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

겐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생체 내 분포하는 다이펩타이드

이드(지표성분: Gly-Pro-Hyp 3.0±0.6%)를 사용하였다

나 트리펩타이드 함유량이 높은 저분자 콜라겐 가수분해물

(Jellice Co., Sendai, Japan). APCP 1,000 mg 및 1,500

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 효율을 높이고 피부로의 빠른

mg이 포함된 시험식품과 동일한 성상과 맛을 가진 대조식

분포를 돕는다(Yamamoto 등, 2016; Hong 등, 2019). 최근

품을 사용하였다. 인체적용시험용 식품은 액상 앰플 50 mL

저분자 콜라겐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피부노화 연구에서 의

를 1일 1회 12주 동안 동일한 시간에 섭취하도록 하였다.

Pro-Hyp)과 같은 트리펩타이드(tripeptides) 형태로 체내

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으며(Barati 등, 2020), 본 연
구에서도 15% 이상의 트리펩타이드를 함유한 저분자 콜라

연구 대상자

겐 가수분해물인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AP colla-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피부과 전문의에 의

gen peptide, APCP)를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가진 성인

해 검사상 눈가에 주름이 있으면서 global photodamage

여성에서 피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선에 대한 효능을 확인

score(Chung 등, 2001)가 2점(경증, mild)에서 6점(중증,

하고자 하였다.

severe)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부질환자이거나 시험제품 관련 성분이 포함된

재료 및 방법

식품에 자극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자, 피부과적 시술 또는
관리를 받은 자,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인체적용시험 디자인

따라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는

본 인체적용시험은 이중맹검, 위약대조, 무작위배정 시험

인체적용시험 기간에 인체적용시험용 식품 이외 건강기능

으로 설계되었다. 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참여 전 시험자

식품 섭취를 금하였고, 동일한 피부 조건을 위해 제공한 제

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로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후 연

품(스킨, 로션, 선크림 및 세안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

구에 참여하였고, 선정/제외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확한 측정을 위해 대상자는 세안 후 가볍게 물기를 제거한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1,000 mg 섭취군(APCP

후 30분간 항온항습실(온도 22±2°C, 습도 40~60% RH)에

1,000 mg),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1,500 mg 섭취

서 대기 후 시험을 진행하였다.

군(APCP 1,500 mg) 및 대조식품 섭취군(Placebo)에 군당
35명씩 총 105명이 무작위 배정되었다. 등록된 대상자는

피부 주름 및 거칠기 개선

총 12주간 시험식품 또는 대조식품을 섭취하며 시험 방문

피부 주름 개선은 대상자의 눈가 주름(crow’s feet)에 대

일정(Fig. 1)에 따라 0, 6, 12주 방문과 섭취 종료 후 2주에

해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평가 및 기기평가를 실시하였다.

방문하였다. 유효성 평가는 피부 주름(육안평가 및 기기평

피부 주름을 평가할 눈가 부위는 섭취 전 지정하여 항상 동

가), 피부 탄력 및 피부 보습 개선에 대해 실시하였고, 안전

일한 부위가 평가되도록 하였고, 주름 촬영용 안면 고정 장

성 평가는 섭취 후 이상반응,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

비와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화

액 화학적 및 요검사), 활력징후 및 신체검진을 실시하였다.

상사진을 촬영하였다. 육안평가는 두 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본 시험은 (주)엘리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IRB 심의

global photodamage score(0: none, 1: none/mild, 2:

번호: EL-90221JXZ01) 후 ICH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주)

mild, 3: mild/moderate, 4: moderate, 5: moderate/se-

Fig. 1. Clinical study overview.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의 피부 건강 개선 효과

431

vere, 6: severe, 7: very severe)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
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섭취 전은 낮은 값으로, 섭취 후에
는 높은 값을 선택하여 평가하였다. 기기평가는 눈가 주름
부위에 실리콘으로 주형(replica)을 제작하여 Visiometer
SV600(Courage & Khazaka Electronics, Koln, Germany)
의 Image analyzer software로 거칠기를 R1(skin roughness), R2(maximum roughness), R3(average roughness), R4(smoothness depth) 및 R5(arithmetic average
roughness)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름이 감소할수록 거
칠기 정도는 감소하였다.

피부 탄력 개선
피부 탄력은 얼굴의 눈꼬리(eyelid) 부위의 탄력 정도를
Cutometer MPA580(Courage & Khazaka Electronics)로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R2(gross elasticity), R5(net elasticity), R7(biological elasticity)으로 측정값이 1에 가까울
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부 보습 개선
피부 보습은 각질층의 수분함유량을 Corneometer CM825
(Courage & Khazaka Electronics)로 측정하였다. Corneometer CM825는 표피층의 30~40 μm 깊이 이내에 함유된

Fig. 2. Clinical study flow. Flow diagram showing the progress
of subjects at each stage of the clinical trial.

수분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탐침을 측정 부위 피부 표면에
밀착시켜 접촉한 후 가볍게 누르면서 나타나는 수치로 평가

시험 대상자의 참여 상태 및 분석군에 대한 요약은 Fig. 2와

하였다. 대상자 볼(cheek)의 동일한 부위를 5회 측정하고

같다.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개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및 섭취 전 특성 분석에서 군간 차이는 없었으며(Table 1),
인체적용시험용 식품의 섭취 순응도 및 단백질 섭취량에서

통계분석

도 군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ver.

실험실 검사 및 활력징후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26.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P<0.05

없었고, 이상반응 및 시험식품과 관련 있는 이상반응도 보고

이하 수준으로 검정하였다. 데이터의 정규성은 Kolmogo-

되지 않았다. APCP와 동일한 Gly-Pro-Hyp를 지표성분으

rov-Smirnov test로 검정하였고, 시험군간 비교는 Inde-

로 하는 유사 콜라겐 펩타이드들의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안

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검정하였다.

전성 이슈가 보고되지 않았다(Koizumi 등, 2018; Kim 등,
2018b). 이러한 결과들로 APCP의 경구 섭취 시 안전성이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피부 주름 및 거칠기 개선

본 인체적용시험은 APCP의 피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

반복적인 자외선 노출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

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TGF) 억제를 통해 진피 내 콜라겐 합성을 감소시키고,

본 인체적용시험에 자의로 참여 동의한 총 110명을 대상으

matrix metalloproteinases 유도로 피부 내 콜라겐을 분해

로 선정/제외기준 적합성 평가 후 총 105명의 대상자가 등

하면서 깊은 주름을 발생시킨다(Brenneisen 등, 2002).

록되었다. 인체적용시험 등록 후 한 번이라도 인체적용시험

APCP는 사람 섬유아세포에서 UV 조사 후 감소한 type I

용 식품을 섭취하고 안전성 자료를 확보한 총 104명 대상자

콜라겐의 유전자(COL1A, collagen type I alpha) 및 TGFβ

에 대해 안전성 분석(safety set)을 실시하였고, 유효성 분

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Lee 등, 2021), procollagen

석(per protocol set)은 계획서의 위반 없이 12주간 섭취

발현 증가를 유도하여 진피층의 구조 손상을 방어하였다

후 2주간의 추적 조사 기간까지 모두 완료한 대상자 총 101

(Kim 등, 2009). 또한 UV 노출에 의해 피부 주름이 유도된

명(APCP 1,000 mg 섭취군 34명, APCP 1,500 mg 섭취군

쥐에 APCP 경구 투여 시 광자극에 의해 증가한 표피 및

33명, 대조식품 섭취군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체적용

진피 두께가 감소하고, 주름 전체 면적, 주름 전체 수,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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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
2)

Placebo
(n=34)

APCP 1,000 mg
(n=34)

APCP 1,500 mg
(n=33)

P-value

1)

P-value2)

Age (years)

Mean±SD
Min, Max

47.79±4.35
40, 56

47.56±4.72
40, 59

48.42±5.73
41, 60

0.8315

0.6133

Weight (kg)

Mean±SD
Min, Max

59.08±7.44
46.8, 78.3

58.12±8.04
45.0, 77.4

57.21±6.35
46.1, 75.0

0.6103

0.2721

Crow’s feet
visual grade

Mean±SD
Min, Max

4.12±0.77
3, 6

4.24±0.70
3, 6

4.30±0.73
3, 6

0.5115

0.3151

P-value, comparisons between values in APCP 1,0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P-value, comparisons between values in APCP 1,5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전체 길이 및 주름 물리학적 형태 등 피부 주름이 개선되었

주름 개선 효과가 지속되었다(Fig. 3B). 전체 시험 기간에

다(Lee 등, 202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인체적용시험

눈가 주름의 피부거칠기에 대한 R1~5의 변화량은 Table

에서도 APCP 섭취 후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2와 같고 모든 군에서 감소하였다. APCP 1,000 mg 섭취군

눈가 주름을 전문의 육안평가와 Visiometer SV600 이미지

은 주름 깊이 개선 지표인 R2에 대해 섭취 후 6주, 12주

분석법으로 평가한 결과, 육안평가에서 APCP 섭취군 모두

및 섭취 종료 후 2주에서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섭취 후 12주 및 섭취 종료 후 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개선을 나타내었고, R1은 섭취 후 6주 및 섭취 중단 후 2주,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A, Fig. 4). 눈가

R4 및 R5는 섭취 중단 후 2주에서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주름의 Visiometer 측정값 중 평균거칠기 R3는 APCP 섭취

보였다. APCP 1,500 mg 섭취군은 R1~3에서 섭취 후 6주,

군 모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6주부터 유의적인 개선 효과

12주 또는 섭취 종료 후 2주 중 한 시점 이상 유의적인 개선

를 보였고, 12주 및 섭취 종료 후 2주까지 유의적인 피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PCP는 섭취기간 및

0.8

Placebo
Placebo
APCP
APCP 1000
1,000

0.8
*

*
0.6

0.4

0.2

Δ change in crow's-f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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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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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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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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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skin wrinkle parameters. (A) Change (Δ) in visually assessed Crow’s feet scores. (B) Change (Δ) in skin
wrinkle R3 (average roughness) measured by Visiometer SV600.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A asterisk indicates compar*
**
isons between APCP 1,0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APCP 1,5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 P<0.05, P<0.01, and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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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 of skin wrinkle changes after 12 weeks.
Representative images of
the subjects in each group
at baseline and week 12.
Left, skin replica imaging;
Right, digital photographs.

등 염증성 침윤은 감소하고 진피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Table 2. Changes in skin roughness parameters
Weeks

Placebo

APCP
1,000 mg

증가하여 세포외기질의 구조적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총탄

APCP
1,500 mg

R1

6
12
+2

−0.045±0.100 −0.109±0.121* −0.097±0.098*
−0.058±0.094 −0.102±0.092 −0.104±0.106
−0.060±0.084 −0.127±0.107** −0.093±0.113

R2

6
12
+2

−0.011±0.063 −0.063±0.088** −0.061±0.059**
−0.035±0.054 −0.061±0.053* −0.064±0.081
−0.036±0.065 −0.069±0.061* −0.051±0.079

력, 순탄력, 점탄력 비율 및 생물학적 탄력과 같은 피부 탄력
지표가 개선되었다(Kim 등, 2011; Lee 등,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도 R2, R5 및 R7 지표를 이용하여 APCP 섭취에
의한 눈꼬리 부위의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총
체적인 피부 탄력 지표인 R2의 경우 APCP 1,000 mg 섭취
군은 6주, 1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를

6
12
+2

−0.006±0.037 −0.037±0.038 −0.038±0.033
−0.022±0.023 −0.041±0.029** −0.039±0.040*
−0.020±0.031 −0.043±0.037** −0.038±0.045*

나타내었고, APCP 1,500 mg 섭취군은 6주, 12주 및 섭취

6
12
+2

−0.023±0.061 −0.048±0.059
−0.023±0.054 −0.039±0.062
−0.027±0.046 −0.059±0.058*

−0.041±0.049
−0.042±0.052
−0.042±0.056

섭취군 모두 6주, 12주 및 섭취 종료 후 2주 모두에서 대조

R4

−0.012±0.027 −0.019±0.030
−0.006±0.028 −0.018±0.029
*
−0.009±0.025 −0.024±0.029

−0.014±0.025
−0.015±0.027
−0.016±0.027

6주, 12주에, APCP 1,500 mg 섭취군은 6주, 12주 및 섭취

R5

6
12
+2

R3

***

***

Change in skin roughness R1 (skin roughness), R2 (maximum
roughness), R3 (average roughness), R4 (smoothness depth) and
R5 (arithmetic average roughness) measured by Visiometer SV
600.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A asterisk indicates comparisons between APCP 1,0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
**
APCP 1,5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 P<0.05, P<0.01,
and ***P<0.001).

종료 후 2주 모두에서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Fig. 5A). 피부 순탄력 지표인 R5에서는 APCP
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Fig. 5B). 즉각적
탄성 회복력 지표인 R7에서는 APCP 1,000 mg 섭취군이
종료 후 2주 모두에서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어(Fig. 5C), APCP 섭취는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
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피부 보습 개선
피부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
지방산과 같은 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외부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피부 내 수분을 유지하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가진다

섭취 후 2주까지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Blanken 등, 1989). 이러한 피부 각질층의 수분량 유지에
있어 세라마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부 탄력 개선

데(Coderch 등, 2003; Wertz와 Downing, 1982), 콜라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 탄력이 감소하는 것은 진피

펩타이드 처치 시 세라마이드 인산화 효소인 세라마이드 키

내 콜라겐 양 감소에 의한 세포외기질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아제를 활성화하고 세라마이드 구성성분인 스핑고지질의

주요한 원인이다(Kohl 등, 2011; Shin 등, 2019). 특히, 자

생합성 효소인 serinepalmytoyl transferase 발현을 유도

외선의 지속적 노출은 섬유아세포의 과증식 및 염증성 세포

하여 세라마이드 합성을 증가시킨다(Kim 등, 2018a; Kim

침윤을 유도하고, 진피 내 결합조직인 교원섬유(collagen

등, 2011). 또 다른 보습인자로 알려진 히알루론산은 콜라겐

fiber) 및 탄력섬유(elastin fiber)의 배열을 불규칙하게 만

과 더불어 세포외기질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친수성 구조를

들어 구조적 붕괴를 가속화한다(Rabe 등, 2006). UV 노출

가져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 피부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

된 쥐에 APCP 경구 투여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히스타민

할을 한다(Neudecker 등, 2000). 콜라겐은 진피층의 섬유

434

정경미 ․ 양미숙 ․ 김승훈 ․ 노종화 ․ 김완기

Fig. 5. Changes of skin elasticity measured
by Cutometer. Box plot graphs illustrating
the time‐dependent change in the gross
elasticity, R2 (A), net elasticity, R5 (B) and
biological elasticity, R7 (C). The box contains the 25th to 75th percentile, and the
horizontal line within the box represents the
median; the rhombus represents the mean
and the error bars cover the 5th to 95th percentiles; the gray dotted line represents the
median value of the placebo group. A asterisk indicates comparisons between APCP
1,0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APCP
*
1,5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 P<
0.05, **P<0.01, and ***P<0.001).

아세포 증식과 이에 따른 세포주화성(chemotaxis)을 자극

(homeostasis)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 각질층의 장벽 기능

함으로써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인 hyaluronan synthase 발

과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Gu 등, 2010;

현을 증가시키고, 분해 효소인 hyaluronidase는 억제해 히

Cha 등,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Corneometer CM825

알루론산 합성을 유도하여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를 이용하여 피부 각질층의 수분함유량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알려져 있다(Shigemura 등, 2009; Ohara 등, 2010; Kang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6주부터 수분함

등, 2018). UV 노출에 의해 피부 수분량이 감소한 쥐에 콜라

유량이 증가하였고 12주 및 섭취 종료 후 2주에는 대조식품

겐 경구 투여 시 진피층의 히알루론산이 회복되고 피부 수분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Fig. 6). 이러한 결과

량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Oba 등, 2013; Kim 등, 2009;

로 APCP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 유지 개선 효과를 가진다고

Lee 등, 2021). 즉, 콜라겐 펩타이드는 세라마이드와 히알루

판단된다.

론산과 같은 피부 보습 인자의 합성을 유도하여 표피 항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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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skin hydration measured by Corneomete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EM. A asterisk indicates comparisons
between APCP 1,0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APCP 1,500 mg group and placebo group (*P<0.05, **P<0.01, and ***P<0.00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40~60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APCP의 피
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선에 대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대조식품 비교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였다. 눈가 주름 부위
의 육안평가 및 Visiometer를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평가
에서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1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섭취
종료 후 2주까지 피부 주름 개선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피부 탄력 개선 평가에서 R2, R5 및 R7 지표에 대해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6주부터 대조식
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12주까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부 보습 개선 평가에
서도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1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섭취
종료 후 2주까지 피부 보습 개선 상태가 유지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상반응, 임상실험실 검사 및 활력징후 검사
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APCP의 안전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통해 APCP는 피부
주름, 거칠기, 탄력 및 보습과 같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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