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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aT Keratinocyte를 이용한 Fish Scale 유래
Collagen Peptide의 피부 보습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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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w-molecular collagen peptide NS (CPNS) has recently been prepared from fish scales by fungal
protease. In the preliminary study, CPNS administration to UVB-irradiated hairless mice for 12 weeks showed improved
skin-functions, such as anti-wrinkle and moisturizing. In the current study, we aimed to use HaCaT keratinocyt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PNS on the production of hyaluronic acid (HA),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genes
and proteins related to HA synthesis. We observed that exposure to CPNS does not exert any cytotoxicity to HaCaT
keratinocytes, and dose-dependently increases the production of HA at doses ranging from 31.3 to 500 μg/mL. Real-time
PCR results indicated that CPNS dose- and time-dependently induces up-regulation of the hyaluronic acid synthase
2 (HAS2) gene, which has an important role in HA synthesis, as well as down-regulates expression of the hyaluronidase
1 (HYAL1) gene involved in HA degradation. Furthermore, western blotting results indicated that CPNS treatment
increases the levels of HAS2 protein, but decreases the HYAL1 protein levels within the HaCaT cells, in a timeand dose-dependent manner. In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in HaCaT cells, CPNS promotes the production
of HA via up-regulation of HAS2 and down-regulation of HYAL1. We believe these results can potentially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utilizing CPNS as the functional ingredient in moisturizing products.
Key words: collagen peptide, moisturizing effect, hyaluronic acid, hyaluronic acid synthase, hyaluronidase

서

론

(Oh와 Jang, 2015), 아미노산, lactic acid, urea, citrate
등의 자연보습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 NMF) 및

피부는 세균 감염, 외부 자극, 수분 손실로부터 인체를

hyaluronic acid(HA)를 생성하여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역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표피(epidermis), 진피

할을 한다(Chandar 등, 2009; Del Rosso와 Levin, 2011).

(dermis) 및 피하조직(subcutaneous tissue)으로 구성되어

또한 산성 분비물을 통해 피부 표면을 낮은 산성도(pH 5.5)

있다. 피부 가장 표면에 위치하는 표피 각질층(stratum

로 유지하여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항균성

corneum)은 각질 세포 간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

펩타이드가 다수 존재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등 물리, 화학적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층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인지질

인 피부장벽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Yu 등, 2015).

생체막에 비해 투과성이 낮아 외부 물질의 투과를 저해하고

건강한 사람의 각질층에는 약 10~30%가량의 수분이 함유
되어 있는데, 각질층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피부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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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상이 생겨 경피 수분 손실량이 증가하고 수분 부족의
건조 피부 상태가 된다. 피부장벽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수분 손실은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키고 표피층을 두껍게 만
들며, 주름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 피부건조
증(xerosis)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고 건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환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보습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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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유지는 피부 미용의 측면과 더불어 병리학적으로도 중

Gly의 구조를 가진 CP는 인간 섬유아세포, 말초혈 호중구

요하다고 할 수 있다(Del Rosso와 Levin, 2011).

및 단구에 화학주성을 가지며(Postlethwaite 등, 1978), 항

생리활성 펩타이드(bioactive peptide, BP)란 생체 환경

응고 작용(Knight 등, 1999), 중추신경계 촉진작용(Wis-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쳐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niewski 등, 1994), 세포증식(Shigemura 등, 2009), hya-

특정 단백질로부터 단편화된 작은 펩타이드 조각을 의미한

luronic acid 합성(Ohara 등, 2010) 및 연골보호(Nakatani

다(Shahidi와 Zhong, 2008). 현재까지 1,500여개 이상의

등, 2009) 효능을 가진다고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BP들에 대한 구조와 기능성이 보고되었는데(Daliri 등, 2017),

서는 CP 섭취 후 혈액에서 Pro-Hyp 및 Hyp-Gly이 높은

이들은 그 구조와 생물활성이 매우 다양하고 최근 유전공학

함량으로 검출되는 것을 통해 CP의 경구 섭취가 피부 건강

적 기술을 통한 합성 및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안전

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기도 하였다

성을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

(Ichikawa 등, 2010; Iwai 등, 2005; Shigemura 등, 2011).

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Bhandari 등, 2020; Walther와

최근 어류의 비늘로부터 분리된 콜라겐(fish scale colla-

Sieber, 2011). 우유, 계란, 대두, 어류의 근육 및 밀 등으로

gen)에 곰팡이 유래의 protease를 처리하여 가수분해한 저

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식품 단백질로부터 다양한 BP가

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NS(low-molecular collagen pep-

생산되었으며, 이들은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tide NS; CPNS)가 제조되었다(Lee 등, 2019). CPNS는

제시되어 오고 있다(Walther와 Sieber, 2011). 동물의 결합

Gly-Pro 및 Pro-Hyp의 디펩타이드가 주요 구성성분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포유동물에서 가장 풍부하게

확인되어 세균 유래의 protease를 통해 제조된 CP에서 관

분포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콜라겐은 뼈와 피부는 물론 관

찰되는 Gly-Pro-Hyp와는 다른 조성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

절, 머리카락, 각막, 혈관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Shoulders

의 CP로 확인된 바 있다(Lee 등, 2019). 자외선으로 광노화

와 Raines, 2009). 콜라겐은 체내 구성성분으로 경구 섭취

가 유발된 hairless mouse에 CPNS를 12주간 경구 투여한

시 노화 및 탈모 예방, 뼈와 인대 및 연골 건강 등에 큰 도움

결과, 주름형성, 표피 두께 등의 주름 관련 지표와 수분 손실

을 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Shahidi와 Zhong, 2008;

량 및 수분량 등의 보습 관련 지표가 모두 대조군에 비해

Walther와 Sieber, 2011; Yamamoto 등, 2016), 구조적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Lee 등, 2019).

특징으로 인해 수분 보유량이 높아 예로부터 피부 탄력 및

하지만 CPNS가 세포 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피부 개선에

보습 증진을 위한 미용 소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in vitro

콜라겐은 분자량이 약 300 kDa에 달하는 거대 단백질이기

상에서 피부 보습에 관련된 효소인 hyaluronic acid syn-

때문에 생체 흡수율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최

thase(HAS)와 hyaluronidase(HYAL)의 조절작용을 통한

근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자 크기를 감소시켜

CP의 피부보습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는 확인된 바 없다.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킨 콜라겐 펩타이드(collagen peptide,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NS가 human keratinocyte에 미치

CP)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추

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포 내 분자기작을 규명함으로써 피부

세이다. CP는 주로 돈피, 우유, 어류 및 콩 등에서 분리한

미용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CPNS를 보다 효

고분자 콜라겐에 산 및 효소 등을 처리하여 분자량을 1,000

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5,000 Da까지 감소시킨 단백질 가수분해물을 말한다
(Hong 등, 2019). CP에 대한 효능연구로는 근감소증을 겪

재료 및 방법

는 환자들의 근육 강화(Zdzieblik 등, 2015), 난소 절제로
인해 감소한 골밀도의 증진(Liu 등, 2015), 동맥경화 예방

실험 재료

효과(Igase 등, 2018) 및 비만 억제(Lee 등, 2017) 등이

본 실험에 사용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NS(CPNS)는

보고되어 있고, 최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

어류 비늘에서 분리한 콜라겐에 fungal protease 복합효소

다(Inoue 등, 2016). Minaguchi 등(2005)은 CP의 경구 섭

(Amano Enzyme Inc., Nagoya, Japan)를 처리하여 제조했

취가 실험동물의 콜라겐 섬유의 직경을 굵게 하고 밀도를 높

으며, (주)농심(Seoul, Kore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CPNS

이는 데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현재 CP가 피부

는 선행연구를 통해 173 Da의 Gly-Pro 디펩타이드를 주요

효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확

(Matsuda 등, 2006; Shigemura 등, 2009).

인되었다(Lee 등, 2019). 분말 상태로 제공받은 CPNS는

이러한 CP의 생리활성은 CP를 구성하고 있는 짧은 아미
노산 사슬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CP를 구성하는

이후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DMEM(HyClone, San Angelo,
TX, USA) 배지에 용해시켜 세포실험에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중에서는 Pro과 Hyp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Ohara 등(2007)은 어류의 비늘, 피부 및

세포주 및 배양 조건

돈피에서 분리된 CP에서 각각 39%, 42% 및 95%의 Pro-

HaCaT keratinocyte는 CLS Cell Lines Service GmbH

Hyp이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 Pro-Hyp 또는 Pro-Hyp-

(Eppelheim, Germany)에서 구입하였으며, 10% fetal bo-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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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 serum(FBS;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fer로 다시 2회 세척하고 HRP-conjugated goat anti-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P/S; GenDEPOT,

mouse IgG(H+L) secondary antibody(Invitrogen)를 2시

Katy, TX, USA)이 첨가된 DMEM(HyClone) 배지에서 37

간 처리하였다. 이후 ECL(Bio-Rad) 용액을 통해 발광된 형

°C, 5% CO2 조건이 유지되는 배양기(Sanyo, Sakata, Japan)

광은 LAS4000(Fujifilm, Tokyo, Japan) gel doc machi-

에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배양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nery를 이용해 가시화했으며, Image J 1.38 software(NIH,
Bethesda, MD, USA)를 통해 정량 및 수치화하였다.

세포독성 평가 및 hyaluronic acid 생성량 평가
HaCaT 세포액을 1×105 cells/mL 밀도가 되도록 조정한

qPCR(real-time PCR)법을 이용한 mRNA 발현량 평가

다음, 96-well plate(SPL Life Science, Gyeonggi, Ko-

HaCaT 세포를 3×105 cells/mL 밀도로 조정하고 6-well

rea)에 200 μL씩 분주한 뒤 37°C, 5% CO2 배양기에서 안정

plate(SPL Life Science)에 2 mL씩 분주하였다. 배양기에

화하였다. 24시간 후 PBS로 세포를 세척하고 FBS가 포함

서 24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안정화한 뒤, PBS를 이용해 세

되지 않고 1% P/S만이 첨가된 DMEM 배지(무혈청 배지)를

척하고 무혈청 배지로 교체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첨가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배양액은 제거하

62.5~500 μg/mL의 농도별 시료가 희석된 무혈청 배지 2

고 CPNS가 31.3~1,000 μg/mL로 용해된 무혈청 배지 200

mL를 첨가한 뒤 24시간 동안 재배양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μL를 첨가하였다. 24시간 후 상등액을 제거한 뒤 0.5 mg/

제거하고 Easy-Blue™(iNtRON Biotechnology, Seoul,

mL MTT(Invitrogen, Carlsbad, CA, USA) 용액 100 μL를

Korea) 시약을 사용해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total RNA

처리한 뒤 30분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MTT 용

를 분리 후, 1 μg으로 정량하여 cDNA 합성에 사용하였다.

액이 포함된 상등액을 제거하고 생성된 pigment를 DMSO

cDNA 합성을 위해 iScript cDNA synthesis kit(Bio-Rad)

를 이용해 녹인 다음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을 이용했으며, qPCR은 TB Green® Premix Ex Taq™

으며, 시료에 의한 세포독성은 무처리 대조군에 대한 via-

(Takara, Shiga, Japan)과 각각의 target primer를 이용해

bility(%)로 나타내었다. 한편, 배양 상등액에 존재하는 hya-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target primer의 염기서열은

luronic acid 생성량은 human hyaluronan ELISA set(R&D

Table 1에 나타내었다.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측정했으
며, hyaluronic acid의 함량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recombinant hyaluronan protein을 통해 작성된 표준곡선에 대입
하여 함량(ng/mL)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된 결과를 평균±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냈으며,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V12.0, SPSS Inc.,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량 측정
5

HaCaT 세포액을 3×10 cells/mL 밀도가 되도록 조정한
다음, 60 mm dish(SPL Life Science)에 5 mL씩 분주한

Chicago, IL, USA)를 통해 각 측정값 간의 유의성을 Student’s t-test로 분석하고 P<0.05 수준에서 대조군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뒤 37°C, 5% CO2 배양기에서 세포를 안정화하였다. 24시간
후 PBS로 세포를 세척하고 무혈청 배지를 첨가한 뒤 24시

결과 및 고찰

간 동안 starvation 시켰으며, 이후 CPNS가 62.5~500 μg/
mL로 용해된 무혈청 배지 5 mL를 첨가하였다. 배양 종료

CPNS의 세포 독성 및 HA 생성능 평가

후 Laemmli’s sample buffer(Bio-Rad, Hercules, CA,

콜라겐 펩타이드(CPNS)가 human keratinocyte 세포주

USA)를 이용해 세포를 회수한 뒤 100°C에서 5분간 가열한

인 HaCaT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시료에

다음 10% sodium dodecyl sulfate(SDS)가 첨가된 poly-

의한 독성 여부를 MTT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1A에

acrylamide gel 상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이후 Mini

나타낸 바와 같이, 31.3~1,0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Trans-Blot Module(Bio-Rad)을 사용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rck, Darmstadt, Germany) membrane
으로 단백질을 이동시킨 후, 5% bovine serum albumin
(BSA; MP Biomedicals, Seoul, Korea)이 함유된 TBST
buffer(Biosesang, Gyeonggi, Korea)에서 2시간 동안
blocking 처리하였다. TBST buffer로 membrane을 2회 세
척한 다음, primary antibody로 human hyaluronic acid
synthase-2(HAS2; Invitrogen) 또는 human hyaluronanidase-1(HYAL1; Abcam, Cambridge, UK)을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4°C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TBST buf-

Table 1. The sequences of the primers of the HAS2, HYAL1,
and GAPDH
Gene

Primer

Sequence (5′→3′)

HAS2

Forward
Reverse

ATTACCCAGTCCTGGCTTCG
CCTGTGGAAGACTCAGCAGAA

HYAL1

Forward
Reverse

GATGGCTGTGGAGTTCAAATG
CCCAGAGTGCATTAGGTTCTC

GAPDH

Forward
Reverse

GTCTTCACCACCATGGAGAA
AGGAGGCATTGCTGAT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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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aluronic acid production activity of CPNS.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PNS for 24 h,
and (A) cell viability and (B) hyaluronic acid production were estimated.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s in triplicate. Asterisk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PNS-treated group with control group (CON) and each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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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Only medium was used as negative control (CON).
CPNS는 무처리 대조군(CON)과 비교하여 100.6~112.2%

CPNS 처리에 의한 HAS2 및 HYAL1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시료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일반적으로 피부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과 세포에 존

다. 오히려 62.5~1,000 μg/mL 농도 범위에서는 대조군 대

재하는 HA는 세포막 단백질 효소인 HAS에 의해 합성된다

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포 증식 효과(109.5~112.2%)가

고 알려져 있다(Karvinen 등, 2003). HAS는 당을 추가하고

나타났다(Fig. 1A). HA는 세포외기질의 주요 구성분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길이의 HA를 합성하는데, 합성되는 HA

glucuronic acid(GlcA)와 N-acetylglucosamine(GlcNAc)

사슬의 길이와 그 기능에 의해 HAS1, HAS2 및 HAS3의

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다당체의 한 종류이며 말단의 카르복

세 가지 동위체로 분류된다(Itano와 Kimata, 2002). HAS1

시기와 수산화기로 인해 강한 친수성을 나타내는 고분자 중

및 HAS2는 주로 큰 단위의 HA 중합체를 합성한다고 알려

합체이다. HA는 뇌, 탯줄, 관절, 피부, 신경 조직 등 다양한

져 있으며(최대 2 MDa), HAS3는 최대 1 MDa 수준으로

조직에 분포하고 있으며, 물과 결합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합도의 HA를 합성하는 것이 밝혀져 있

조직 내의 수분을 유지하고 세포 간 간격을 유지하며, 조직

다(Itano 등, 1999). HAS2는 정상 세포에서, HAS3는 암세

의 상처 치유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조직에

포에서 주로 발현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Tammi 등, 2011),

포함된 HA의 함량은 인체 총 HA의 50%에 달하며, 다양한

두 효소 모두 각질형성 세포에서 HA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

요인으로 인해 피부 내 HA가 감소하는 경우 피부 수분의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vinen 등, 2003). 한편, 체내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피부노화와 직결되게 된다. 이러한

에서 HA의 분해는 hyaluronidase(HYAL)로 불리는 효소에

HA는 다양한 in vitro 모델에서 피부 보습 소재 탐색의 일반

의해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HYAL family가

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Papakonstantinou 등,

확인되었으며 인체에는 HYAL1, HYAL2, HYAL3, HYAL4,

2012). 하지만 콜라겐을 포함하는 동물성 원료의 경우 많은

HYAL5 및 HYALP1의 6종이 보고되고 있다(Csoka 등,

연구가 in vivo 및 임상시험 분야에 연구가 집중됐지만, in

2001). 특히 HYAL1과 HYAL2는 인체 조직에서 관찰되는

vitro 수준의 보습 기작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몇몇

주요한 효소로, GPI-anchored HYAL2는 주로 고분자 HA

연구에서 자외선 조사로 인해 HA 생성을 억제한 세포주 또

를 분해하며, 단편화된 HA 단편들은 HYAL1에 의해 HA

는 동물모델에서 시료에 의한 HA 함량 증진 및 개선 효과를

oligosaccharide로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Adjei와 Blan-

제시하기는 하였으나(Lee 등, 2008; Pyun 등, 2012), 일반

ka, 2015). 이러한 HYAL은 앞서 언급한 HAS와 균형을 이

적인 피부 세포주에서 HA 생성을 통한 보습 소재로서의 활

루고 있는데, 외부 유해 물질, 자외선 및 체내 활성산소 등에

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세포

의해 HYAL이 활성화되는 경우 체내 HA의 분해가 촉진되며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농도 범위에서 CPNS를 HaCaT에

주름생성, 탄력손실 및 경피 수분량 손실 등이 발생하게 된

처리한 뒤 HA 생성량을 평가한 결과, CPNS는 31.3~500

다.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로서, 단순히 HA 생성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대조군(77.2 ng/mL)과 비교하여

및 HAS 발현만을 확인하는 것보다 HYAL 효소의 발현 억제

농도-의존적인 HA 생성 증진 활성(80.3~126.7 ng/mL)을

를 확인하는 것은 피부 보습의 메커니즘 연구에서 중요하게

보여주었다(Fig. 1B). 특히, 125~500 μg/mL의 농도 구간

사료되어지고 있다(Fayad 등, 2017).

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HA 생성능
(1.46~1.64배 증진)을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된 HA 생성 증진 활성 결과를 통해 유전자 발현
을 통한 HA 생성 기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1B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HA 증진 활성이 오히려 감소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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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PNS on HAS2 mRNA expression depending on the treated (A) doses and (B) times in HaCaT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concentrations ranging from 62.5 to 500 μg/mL for 24 h. (B)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for 3∼24 h. The level of HAS2 mRNA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real-time PCR. Asterisks mean a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PNS-treated group with only medium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
P<0.001. Only medium was used as negative control (CON).
μg/mL의 농도를 제외하였으며, 유효한 범위로 예상되는

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HAS2 mRNA 발현 증가를 유도하는

62.5~5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HAS2 및 HYAL1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HAS2 발현 증가가 HA 합성에 중추적

mRNA 발현 효과를 평가하였다. HaCaT 세포에 CPNS를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Kar-

24시간 처리한 뒤 total RNA를 수거한 다음 real-time PCR

vinen 등, 2003),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PNS가 HAS2 mRNA

을 진행하여 HAS2 mRNA 발현량을 housekeeping gene인

발현을 유도하는 것이 HA 생성 증진 활성에 영향을 미친

GAPDH의 발현량과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는 Fig. 2A에 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타내었다. CPNS는 시험한 모든 농도 범위인 62.5~500 μg/

한편 CPNS 처리가 HaCaT 세포 내의 HYAL1 mRNA 발

mL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HAS2 mRNA

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CPNS는 62.5~500 μg/

발현 증가(1.51~3.32배)가 확인되었다. 특히 500 μg/mL에

mL의 농도 범위에서 대조군 대비 49.8~74.9%의 HYAL1

서는 대조군 대비 3.32배로 가장 우수한 발현 증가율을 보였

mRNA 발현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Fig. 3A). 또한 500 μg/

다. 이후 HAS2 mRNA 발현이 가장 우수했던 500 μg/mL의

mL의 CPNS 처리 시간에 따른 HYAL1 mRNA 발현 변화를

농도에서 CPNS 처리 시간에 따른 발현량 변화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 처리 후 0~12시간 동안은 HYAL1 mRNA 발

자 하였다.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CPNS 처리 시간이

현 양상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PNS

증가할수록 HAS2 mRNA의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처리 24시간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HYAL1

다. 종합했을 때 CPNS는 피부세포에 작용하여 62.5~500

mRNA 발현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다(Fig. 3B). 이러한 결과

μg/mL의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또한 3~24시간 범위

는 CPNS 처리가 피부 HA를 분해하는 HYAL1의 유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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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PNS on HYAL1 mRNA expression depending on the treated (A) doses and (B) times in HaCaT cells. (A)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concentrations ranging from 62.5 to 500 μg/mL for 24 h. (B)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for 3∼24 h. The level of HYAL1 mRNA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real-time PCR. Asterisks
*
**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PNS-treated group with only medium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
P<0.001. Only medium was used as negative contro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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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감소시키고, HA 분해로 인해 나타나는 건조 피부 상태

HA 생성 효소인 HAS2와 분해효소로서 HYAL1의 단백질

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발현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앞선 결과를 통해 유효한 범위
로 예상되는 62.5~5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HAS2 및

CPNS 처리에 의한 세포 내 HAS2 및 HYAL1 단백질의 조절

HYAL1의 단백질 발현량을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한

HaCaT 세포주에서 CPNS의 보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결과, HYAL1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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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PNS on the HYAL1 and HAS2 protein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treated doses in HaCaT keratin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concentrations ranging from 62.5 to 500 μg/mL for 24 h and each protei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Blotting images were quantified by Image J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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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PNS on the HYAL1 and HAS2 protein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treated times in HaCaT keratin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CPNS at a concentration of 500 μg/mL for 3∼24 h and each protei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Blotting images were quantified by Image J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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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HAS2는 대조군 대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감사의 글

(Fig. 4). 즉, HA 합성에 관여하는 HAS2는 CPNS 농도가
높아질수록 무처리 대조군 대비 증가하였으며, HYAL1은

본 연구는 (주)농심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CPN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대조군 대비 발현이

에 감사드립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500
μg/mL의 농도에서 CPNS의 처리 시간에 따른 각각의 효소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Fig. 5), HYAL1의 발현은 처리 시간
이 길어질수록 대조군 대비 감소하는 반면, HAS2의 경우
시간 의존적으로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종합했을 때 CPNS 처리는 HA를 합성하는 주요 효소인
HAS2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증진하는 동시에 HA 분
해를 촉진하는 주요 효소인 HYAL1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
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세포 내 HA 합성
관련 주요 효소들의 조절 기작이 CPNS를 통한 HA 생성증
진 활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CPNS를 이용한 보습 증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요

약

최근 어류의 비늘에서 분리한 콜라겐으로부터 곰팡이 유래
protease 처리를 통해 Gly-Pro 디펩타이드를 주요 성분으
로 하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NS(CPNS)가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외선으로 광노화가 유발된 hairless
mouse 모델에서 12주간의 CPNS 투여는 주름생성 억제 및
보습 증진 활성 등의 피부 손상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HaCaT keratinocyte를 이용하여 CPNS가
피부 보습 인자인 hyaluronic acid(HA) 생성 및 HA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내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CPNS는 HaCaT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
지 않았으며, 31.3~500 μg/mL의 범위에서 HA 생성을 농도
의존적인 경향으로 증가시켰다. Real-time PCR 분석을 통
해 CPNS 처리는 H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hyaluronic synthase 2(HAS2) 유전자를 농도 및 시간 의존적
인 경향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HA 분해에 관여하는 hyaluronidase 1(HYAL1) 유전자는 시간 의존적인 경향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효소의 세포 내 생성량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확인한 결과, CPNS의 처리는 농
도 및 시간 의존적인 경향으로 HAS2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HYAL1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CPNS는 HaCaT 세포 내의 HAS2 증가/HYAL1 감소 기작
을 통해 보습인자인 HA의 생산을 증진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PNS의 보습 증진 기능성 소
재로서의 활용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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