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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장인자, 효소 등과 같은 단백질성 고분자 들은 생체 내

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의 기능을 피부 개선 분야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성장 인자는 생체 내에서 세포내의 신호전달

[1] 및 성장과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진피, 표피

조직의 성장을 촉진한다[2]. 또한 콜라겐과 같은 간극 물질

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 이는 건강한 피부조직의

유지 및 주름과 같은 노화현상의 개선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체내의 촉매 작용을 하는 효소 등

도 피부 미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단백질 분해효소의 기능

을 가지는 botulinum toxin의 경우 신경세포내에 침투 후

SNARE complex 형성에 중요한 단백질 인자들을 분해한다

[4]. 이를 통하여 부분적인 신경의 마비와 주름과 관련된 근

육의 활동 저하로 이어져 주름을 개선하는데 적용된다. 피부

의 최외각 층인 각질의 경우, 피부결과 같은 감촉 및 산란에

의한 칙칙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를 위해 턴오버 기작을

조절하는 것은 피부 개선 분야에서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

다. 이런 각질 턴오버의 경우도 각질 세포 간을 연결하는

desmosome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동에 따라서

조절된다[5]. 

이런 예시와 같이, 천연물과 같은 저분자 chemical의

functional 구조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을[6] 뛰어넘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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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자와 효소 등을 피부개선 분야에 적용하려는 화장품 또

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성 고분자를 화장품과 같

은 피부 외용 분야에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

째 열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여 기능이 변성이 된다는 점

과 둘째, 큰 분자량에 의해 피부로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

다[7]. 먼저, 열에 대한 안정성의 경우, 의약품 사례인 protein

drug 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반영

하여 2015년에 미국 FDA에 등록된 13종의 protein drug의

경우 12종이 2−8℃ 사이의 냉장 보관 및 운송을 해야 하는

액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1종의 경우 dry powder의 형태

를 가지고 있다[8]. 이런 경우도 sugar와 같은 첨가물을 사

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sugar의 OH기가 물을 대

신하여 단백질과 수소결합을 하게 되고 단백질의 본래 구조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그러나 powder

의 형태나 냉장운송 방식은 범용적인 화장품에 적용되기에

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부의 보습 등의 화장품

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부전달의 측면에서는 피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부의 표면의 역할은 피부 내부의 수분 손실

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부의 각질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된 각질세포와

ceramide, fatty acid, wax 등으로 구성된 지질층이 그 사이

를 메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brick과 mortar 구조

라 명하고 있다. 각질 층은 약 10−15층의 각질세포로 구성

되어 10−45 µm의 두께를 가진다[7]. 효능물질의 주요 전달

통로는 세포간 지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 분자 일수록, 적절한 친유성(logP가 3 정도)일수록 물질

자체의 피부 흡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농도

가 높을수록 피부 구조 내에서 diffusion 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9]. 또한 효능 물질이 담지된 제형의 조성 또한 피부

흡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례로, 제형의 극성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레티놀의 피부 전달 속도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극성성분의 비율은 solid

nano lipid와 같은 capsule에서의 방출 속도 조절에도 이용

되고 있다[10]. 따라서 효능성분의 피부의 흡수 촉진은 효능

성분 자체의 구조나 성질뿐만 아니라 이를 담지하고 있는 제

형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성장인자를 대상으로 열 안정성을 개

선할 수 있는 보습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선별을 진행

하였다. 단분자 보습제와 함께 Poly ethylene glycol의 길이

가 다른 polymeric humectant를 이용하여 성장인자의 열 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11]. 그 결과 PEG 가지의

길이가 긴 경우 성장인자의 열 안정성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품의 제조 과정 조건에 해당하는

70℃를 기준으로 1 h 정도의 가열과정에서도 그 활성이 유

지되는 경향보였다. 

이로부터 단백질 성 효능 성분을 안정화 시키는 제형을 선

정하였고, 이런 조건에서 피부투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장인자 안정화 제형

을 기반으로 하여 피부 투과를 촉진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phage display를 수행하여 선별하였다. 이는 펩타이드 서열

의 디자인과 예측의 과정없이도, library에서의 선별과 증폭

의 과정으로 피부 투과 펩타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

인 방식이다. 기존에 이를 활용하여 피부투과 펩타이드를 개

발한 몇가지 사례가 보고되어 왔으나, 이들은 PBS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였다[12]. 다양한 제형의 적용 측면에서는 유리

한 방식일 수 있으나, 특정 제형에서의 추가적인 촉진 효과

를 가져오기에는 단점이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될 성장인자 안정화 제형에

서 phage display를 수행하여 펩타이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형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예측없이도 투과 촉

진 펩타이드의 개발에 유리한 선택 과정의 장점을 최종 제

형에서 수행함으로써 투과개선 효율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선별된 펩타이드

의 경우, 성장인자 안정화 제형에서는 기존의 PBS 기반 선

별 펩타이드의 경우 보다 피부 투과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단백질 성 고분자 효능 물

질 기반의 피부 외용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기
Phage library는 Ph.D -12 phage library kit를 New

England Biolab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Franz glass

cell(Standard 직 경 9 mm, Receiver 5 ml, Permegear), 돼

지 피부(1 mm 두께, Medikinetics), M-13 phage spin kit

(Qiagen), P3-1, S3-2 peptide와 control peptide (FTIC

fusion 형태, Peptron), PEG400, Glycerin, 1,3 Butylene glycol

(Sigma), GlucmE20 (Lubrizol) glycereth26 (Lipochemical),

EGF, hGH, FGFb (차메디텍) 등의 시약은 표기된 업체에서

구매 혹은 제작하였다. Two-photon confocal은 IVIM

Technology (Korea)를 이용하였다. 

성장인자의 열 안정성 분석
Human Dermal Fibroblast를 96 well에 serum free

DMEM 배지로 60% confluent로 배양 후 다음날 Serum

Free media에 각각의 성장인자를 농도 별로 처리 후 24 h를

추가 배양하였다. 이후 MTT assay를 통해서 성장인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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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DF의 성장 촉진 효과를 수치화하였다. 성장인자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1 µg/ml의 농도가 되게 90%

의 보습제에 배합하였다. 이후 PCR 기기를 이용하여 70℃

에서 1 h 동안 incubation한 뒤 HDF 세포에 처리하였다. 이

를 종합하여 성자인자 안정화 제형은 단분자 보습제와 PEG

기반 고분자 보습제를 40%의 농도가 되는 제형을 선정하였다. 

Phage display를 이용한 각질투과 phage 선별 
피부 투과성 peptide를 선별하기 위해서 경피 제제의 용

출 실 험 방법을 응용하였다. 이를 위해 Franz glass cell

(Standard 직경 9 mm, Receiver 5 ml, Permegear)을 이용

하였다[13]. Glass cell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 돼지 피부

(0.7 mm 두께, Medikinetics) 를 장착하고 상단의 donor

chamber에 phage를 처리한 뒤, 돼지 피부를 투과하여 하단

의 Receiver chamber에 잔류하는 Phage를 증폭하였다. 이

과정을 1회 진행하는 것을 1 Round 선별한 것으로 정의하

였다. 1 Round에서 증폭된 Phage를 가지고 다시 2 Round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부 투과력이 좋은 phage를 경쟁하

는 방식으로 선별하였고 총 4 Round를 수행하였다. Receiver

chamber에는 각각 500 µl와 5 ml의 TBS (50 mM Tris pH

7.5, 150 mM NaCl) 용액에 1% BSA (Sigma)와 0.01%

Tween 20을 녹여서 사용하였다. Donor chamber에는 성장

인자 안정화 제형을 사용하였다. Random 한 peptide 서열

을 가지는 phage를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Ph.D -12

phage library kit (New England Biolab)를 사용하였다. 500 µl

의 donor chamber 액에 1010개의 phage를 처리하였다. 이후

16 h 동안 배양하였고, Receiver chamber의 TBS 5 ml를 모

두 사용하여 phage를 증폭하였다. Phage를 증폭하기 위해

서 Host cell로 E. coli ER2738 (New England Biolab)를

이용하였다. 25 ml의 LB 배지에 진탕 배양된 ER2738를 접

종하고 O.D. (550 nm) 0.5에서 투과한 Phage가 있는 TBS

5 ml를 모두 처리하고 4 h 배양하였다. 이후 8000G로 원심

분리하여 E. coli와 phage를 분리하였다. Phage가 있는 상

층액에 6 ml의 침전액(20% PEG6000, 2.5 M NaCl)을 처리

하여 Phage를 침전시켰다. 8000G로 원심 분리 후 침전된

Phage에 TBS 용액을 처리하여 Phage른 분리 후 보관하였

다. 최종적으로 피부 투과성 Phage가 가지는 peptide를 확

인하기 위해서 phage를 single colony에서 증폭하였다.

Phage를 가지는 ER2738 E. coli는 LB/X-gal/IPTG plate에

서 파란색을 띄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ER2738 배양액에

300 µl에 phage를 TBS로 적정량 희석하여 처리한 뒤, 이를

TOP agar 4 ml에 섞은 후 LB/X-gal/IPTG plate 상단에 처

리하고 16 h 추가 배양한 뒤 blue colony를 선별하였다. 각

각의 colony를 5 ml의 ER2738 배양액에 6 h 추가 배양한 뒤

M13 phage spin kit (Qiagen)을 이용하여 DNA를 분리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피부투과 peptide를 선별

하였다.

선별된 peptide의 투과성 확인
In vitro 각질 투과성 분석 측정하고자 하는 원료의 각질

투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Franz glass cell (Standard 직경

9 mm, Receiver 5 ml, Permegear)을 이용하였다. Glass

cell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 돼지 피부(0.7 mm 두께,

Medikinetics)를 장착하였다. 하단에는 각각 500 µl와 5 ml

의 TBS (50 mM Tris pH 7.5, 150 mM NaCl) 용액에 1%

BSA (Sigma), 0.01% Tween 20을 녹여서 사용하였다. 먼저

Phage의 경우, 선별된 phage들의 피부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과된 phage의 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처리하

는 phage의 수를 1010개로 일정하게 맞추어서 처리하였다.

16 h 반응 후에 투과하여 Receiver에 있는 Phage의 수를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ER2738 배양액에 300 µl에 Receiver의

TBS 20 µl에 녹아있는 phage를 처리한 뒤, 이를 TOP agar

4 ml에 섞은 후 LB/X-gal/IPTG plate 상단에 처리하고 16 h

추가 배양한 뒤 blue colony의 수를 counting하였다. 선별된

peptide의 투과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FITC가 fusion 된

peptide를 사용하였다. 비교대상의 peptide를 1 µg씩 donor

chamber에 처리하고 receiver chamber에 투과된 Peptide의

양을 Victor fluorescence analyzer를 이용하여 FITC의

intensity를 정량하였다. 

Penetration imaging
선별된 peptide의 투과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FITC가

fusion 된 peptide를 사용하였다. 비교대상의 peptide를 1 µg

씩 Porcine skin의 표면에 처리하였다. Skin을 1 cm × 1 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6 well의 바닥에 거즈를

깔고 PBS를 포함하여 습윤한 환경을 유지하였고, Petide가

도포된 Porcine skin을 두고 24 h incubation 하였다. 이후

면봉으로 표면을 세정하였고, D-square sampling tape으로

각질을 3회 제거하였다. 이후 two-photon confocal microscopic

장비(IVIM technology)를 이용하여 표면에서부터 5 µm 간

격으로 피부 속까지 FITC를 이미징하였다[14]. 이후 5군데

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FITC의 강도를 수치화 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투과성 분석 실험은 세 번 이상 수행하였으며,

이때 결과 값들은 mean ± standard deviation (S.D.)으로 나

타내었다. 실험군에 따른 데이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은 two-tailed Student’s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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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성장인자 안정화 제형 선정
교원세포의 성장을 촉진을 위하여 EGF, hGH, bFGF를 각

각 100 n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bFGF를 처리

한 경우 교원세포의 성장이 촉진되며 spindle의 형태를 이루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Fig. 1). 기존의 성장인자 보

다 주름의 개선 측면에서 우수한 성장인자로 기대된다. 이런

bFGF이 경우 열에 의한 안정성이 낮다[16]. 이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우선 성장인자의 농도에 대한 교원세포의 성장촉

진 활성을 비교하였다. 100 ng/ml에서의 활성이 0.1 ng/ml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0−1 ng/ml의 범위에서는 농도에 의

존적으로 교원세포의 성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환산하여 bFGF의 열에 대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증류수에 bFGF를 넣고 70℃에서 1 h 가열한 결과

활성이 1/100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이 때 성장인자의 열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습제 성

분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보습제의 OH 그룹등이 물과

단백질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력을 줄여주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8]. 기존의 단분자 보습제인 glycerol, 과 PEG가 결

합된 PEG의 길이가 긴 polymeric humectant를 사용하였

다. 각각 90%의 농도가 되게 하고 70℃에서 1 h 동안 배양

하였다. 그 결과 PEG의 길이가 100 이상이 되는 Glycereth

26의 경우나 PEG400의 경우는 70℃ 1 h 배양 이후에도

90% 이상의 활성이 유지되었다(Fig. 2). 그러나 PEG의 길

이가 1개인 Glucam E20의 경우는 약 30%의 활성이 유지

되었다. 이를 통해서 PEG의 길이가 긴 성분을 사용할 때 성

장인자의 고온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Fig. 1. Effects o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FGFb) on proliferation of fibroblasts.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various kinds of growth factor (EGF, hGH, FGFb in 100 ng/ml and 10% Fetal bovine serum) for 16 h. FGFb stimulated pro-
liferation of control fibroblasts.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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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은 glycerin 류의 단분자 성분이 1−8% 수준의 활성

을 유지시키는 것에 비해서도 안정화 능력이 큰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PEG 기반의 polymeric

humectant를 적용한 성장인자 안정화 제형을 구성하였다. 

성장인자 안정화 맞춤형 피부 투과 펩타이드의 선별
Franz cell- Porcine skin 시스템과 Phage library를 활용

하여 피부투과 촉진 펩타이드를 발굴하는 것은 이론적인 계

산이나 화학적인 modification 없이도 투과 촉진 펩타이드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이때 library를 다르게 (길이 및 disulfide bond의

유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 방법은 유사했다[17, 18].

대부분 donor chamber에 PBS를 사용하는 형태이다. 그러

나 특정 성분이 피부로 투과가 잘되기 위해서는 피부 구조

속에서의 diffusion 뿐만 아니라 제형에서 피부로 partition

되는 정도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주목

하여 screening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형을 기반으로 스크리

닝하여 투과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였다(Fig. 3). 이

경우 PBS에서 선별된 투과 촉진 펩타이드보다 최종 제형에

서 더 우수한 투과효율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선 polymeric humectant 기반의 제형과 phage library

를 혼합한 mixture를 Franz cell의 donor chamber에

incubation을 하는 방식으로 screening을 수행하였다. 먼저

polymeric humectant 기반의 제형에서는 Phage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동일

한 양의 phage를 donor chamber에 incubation 하였을 때

스크리닝 round 별 receiver chamber에 투과한 phage의 수

가 점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스크리닝을 통한 우수 phage

의 들의 population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3

round와 4 round의 phage의 서열을 확인한 결과 가장

population이 높은 VPRSMAATHSTF 서열의 펩타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 50% 정도의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고 4 round 이상의 선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Fig. 4). 

피부 투과 촉진 펩타이드의 활성 검증
본 연구로 선별된 펩타이드의 투과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Fig. 2. Improve of thermal stability of FGFb by various humectants. (A) Cell growth was measur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FGFb. FGFb in distilled water was boiled at 70 for hour and it could not stimulate the cell proliferation. FGFb incubated with polymeric
humectant having PEG structure could stimulate fibroblast proliferation. (B) In small molecular weight humectants, the efficacy were
reduced after heat treatment. (C) Molecular structure of humectants *p < 0.05 compared with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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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ITC를 펩타이드 C 말단에 연결하여 제작하였고, 기존

의 PBS기반으로 선별된 NGSLNTHLAPIL 서열 및 콜라겐

을 이루는 기본 구조가 되는 GHK 서열이 반복된 구조의 펩

타이드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Fig. 5A). 투과 실험은

Polymeric humectant 기반의 제형을 활용하였다. PBS를 기

반으로 선별된 S3-2 펩타이드 보다도 Polymeric humectant

기반의 제형을 이용한 경우는 P3-1 펩타이드가 S3-2 펩타이

드 보다 5배 가량 많이 피부를 투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B). 그러나 이들을 PBS 조건에서 실험한 경우는 이 경

향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제

형에서 피부구조로 효능성분이 partition되어 나오는 것이

피부 투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고 판단되고 제형 맞

춤형 파지디스플레이를 수행 함으로써 특정 기능을 위해 선

정된 제형에서의 투과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PBS 기반의

선별 방식은 다양한 제형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에 적절

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정 목적으로 정해진 한가

지 제형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수행하게 되면 제형 맞춤형 투

과 촉진 펩타이드를 쉽게 선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가지 펩타이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Porcine skin

내에서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PBS 기반의 S3-2 peptide와

P3-1 peptide에 FITC를 표지하고 Polymeric humectant 기

반의 제형 조건에서 porcine skin에 도포한 뒤 투과 정도를

two-photon confocal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가장 시그날이

강한 표피에서부터 5 µm씩 침투하며 영상을 확인하였고, 표

피 층을 지나 진피층의 영역이 되는 60 µm 깊이까지 투과를

Fig. 3. Screening of skin penetrating peptide using Phage Display. Phages were incubated with polymeric humectant mixture in
donor chamber. Phages penetrated through skin were amplified and used for next round of screening. Porcine skin has epidermal and
dermal skin structure with 1 mm thickness.

Fig. 4. Identification of peptide from phage pool that crossed
the porcine skin. After each round of selection, phage in
receiver chamber was counted. (A) Small volume (20 μl) of buffer
in the receiver chamber was used for the blue plaque assay. Each
value is mean ± S.D (n ≥ 3). (C) 20 phages from 3rd and 4th round
pool were sequenced. The population of dominant clone (P3-1)
in 3rd and 4th round of screening was calculated. (B) The amino
acid sequence of surface presenting peptides wa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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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그 결과 P3-1 펩타이드가 피부내의 투과 및 잔

류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6). 본 연구에 의해서 발

굴된 투과촉진 펩타이드들은 차후 성장 인자와의 fusion 상

태의 생산을 통하여 각각의 투과촉진 활성이 증대된 새로운

성장인자의 개발에 적용되어 피부 외용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화학적인 투과촉진제를 사용하여 피부 장벽기능

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에[19] 비해 안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세포막의 지질성분은 피부 각질 세포간 지질층

과는 그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20] 피부 투과 측면에서는 세

포막 투과 방식의 PTD (protein transduction domain) [21]

보다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장인자, 효소, 펩타이드 등과 같은 기능

성 생체 고분자를 대상으로 열에 대한 안정성 및 피부 투과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생체 내에서 세

포를 활성화 하거나 촉매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화

장품 등의 외용제에 적용 시, 그 효능의 우수함이 예상되나

열에 대한 불안정성과 높은 분자량으로 피부 투과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단분자 구조의

humectant 대비 PEG의 길이가 긴 polymeric humectant를

사용한 경우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피부 투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과 촉진 펩

Fig. 5. In vitro skin penetrating assay of selected peptides.
(A) Control, S3-2 peptide and P3-1 (FITC labeled, 1 μg) were
loaded in the donor chamber. (B) Penetrated peptides in the
receiver chamber were calculated by measuring the fluores-
cence intensities. Each value is mean ± S.D (n ≥ 3). p < 0.05 com-
pared to the control.

Fig. 6. In vitro imaging of peptide-distribution in Porcine skin. (A) S3-2 peptide and P3-1 (FITC labeled, 1 μg) were spreaded on the
porcine skin. Penetration of peptides were visulized by two-photon microscopy. (B) Penetrated peptides in the each skin layer were
calculated by measuring the fluorescence intensities on the each images. Each value is mean ± S.D (n = 5). Each value is mean ± S.D
(n = 5). *p < 0.05 P3-1 versus S3-2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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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를 phage library로부터 선별하고자 하였다. 투과 촉

진 펩타이드는 성장인자, 효소, 펩타이드의 투과 촉진을 위

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피부의 투

과정도는 물질자체의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형의

성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인

자를 안정화 할 수 있는 polymeric humectant 제형을 기반

으로 투과 촉진 펩타이드 선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

군 펩타이드 대비 투과촉진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PBS를 기반으로 선별된 투과 촉진 펩타이드 보다

polymeric humectant 제형에서는 투과도가 우수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성 생체고분자의 열 안정성 개선 및

피부 투과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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