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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 hexapeptide-8 (AH-8) is a well-known component of anti-aging products. AH-8 appears in a variety of cosmetic products, its skin

penetration is sparsely studied and controversially discussed. This study investigated ampoule containing AH-8 as an active ingredient.

The elasticity improving effect of 3% AH-8 ampoule was tested in vivo. To test the stability of the formulated ampoules, we performed

the centrifugation, cycling and measured viscosity, and pH changes. 6 weeks-old female C3H mice were purchased from Orient Bio,

Korea Inc. (Seongnam, Korea). After one week of acclimatization, the mice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s (n=4 for

each group); Control, UVB irradiation, Vehicle ampoule, and 3% AH-8 ampoule group. Irradiated with UVB to mouse skin, then 3%

AH-8 ampoule were applied into irradiated sites for 6 weeks. Changes in the amount of TGF-β1 and collagen were measured using

western blo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3% AH-8 ampoule increased the expression of TGF-β1 and collagen. In summary, we

showed that AH-8 ampoule had extremely high capability of improving elasticity when compared to vehicle ampoule containing ginkgo

leaf and green tea extracts. This study revealed the efficacy of AH-8 for increasing skin elasticity and anti-aging in terms of a cosmetic

active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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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광노화는 장기간에 걸친 광노출로 인한 외적 피부 노화를 말

하며 생리적 노화와는 차이가 있다. Ultravolet(UV) 노출로 인

한 피부 세포의 손상 중 가장 주요한 변화는 진피 내의 콜라겐

손실이다. 피부의 생리적 기능에서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은

인간의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피부 탄력에 관여한

다. 콜라겐 합성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는 콜

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콜라겐 합성 유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Lin et al., 2017). UV에 의한 TGF-β 감소는 피부 손상, 콜

라겐 섬유 구조의 문제를 초래하고, 진피 내의 콜라겐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Quan et al., 2002). 또한 TGF-β

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MMP)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는데, MMP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

다(Gomes et al., 2012). 따라서 피부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탄력

개선 효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콜라겐 생성 촉진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의 화장품 제품 선택 요인은 과거 브랜드 인지도

에서 기능성, 목적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습, 미

백, 피부 주름 방지, 자외선 차단 및 흡수, 유해산소 제거, 콜라

젠 합성 등 다양한 효능의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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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피부과학과 화학공학의 결합에 기초하는 기능성 화장품 시

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Jang et

al., 2021). 화장품이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으려면 피부재생 및

주름 개선 및 탄력증진 효능이 증명되어야 한다. 탄력개선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법에는 TGF-β와 콜라겐의 변화를 in

vivo 측면에서 정량하는 것이다. 

Acetyl Hexapeptide-8(AH-8)은 보톡스와 유사한 작용 기전으

로 주름 개선 효능을 가지면서 보톡스보다 안전한 생리활성 펩

타이드로 주목받고 있다(Blanes-Mira et al., 2002; Hopple et al.,

2015; Lungu et al., 2013). 특히 AH-8을 안면 주름에 적용하여

개선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다수가 보고되었으며(Blanes-Mira

et al., 2002; Wisniewski et al., 2014), 눈꺼풀연축, 안검연축, 안

검경련. 안륜근의 강직성 경련과 같은 얼굴 떨림 증상에도 적

용하여 코스메슈티컬로서 보툴리눔 독소 테라피를 대체할 수

있는 탐색적 연구가 보고되었다(Lungu et al., 2013). 최근 보톡

스가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콜라겐이 병적으로

증가하는 켈로이드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켈로이드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AH-8이 신경에 작

용하기도 하지만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

이다. 그러나 UVB에 의해 손상된 피부에 AH-8이 함유된 화장

품을 적용했을 때 TGF-β와 콜라겐 발현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AH-8을 효

능 원료로서 적용한 앰플을 제조하고, C3H 마우스 피부에 UV

를 조사하여 광노화로 인한 피부손상에 AH-8 앰플이 피부 탄

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TGF-β와 콜라겐의 양적 변화를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앰플 제조

AH-8은 비드테크(DermaPepTM A610, Beadech, An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Fig. 1). 

앰플의 제조 방법은 정제수, 점증제 등의 A 상(phase)의 원료

를 계량하여 Homo mixer®(HM-U1.0, JPL Co, Seoul, Korea)로

50oC, 10분간 혼합하였다. B 상은 보습제와 용제를 계량하여

Homo mixer로 5분간 혼합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제품에 함유되는 대표원료로서 항상화 및 탄력개선에 효과가

있는 천연추출물 원료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와 Ginkgo

Biloba Leaf Extract를 혼합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부제, 향료 등

의 원료를 계량하여 Homo mixer로 10분간 혼합하였다.

A+B+C+D 상의 제조과정을 통해 베이스 기제에 해당하는

Fig. 2.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mpoules.

Fig. 1. Chemical formula of Acetyl Hexapepti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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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앰플을 제조하였다. Vehicle 앰플에 AH-8을 3%를 추가

하여 최종적으로 AH-8 앰플 시료를 제조하였다(Fig. 2).

2. 앰플의 안정성 평가 

Vehicle, 3% AH-8 앰플의 제형 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

온에서 원심분리 테스트를 하였다.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이클링 테스트를 하였고, 8주 동안 점도와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실험동물 및 처치

동물실험은 원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승인번

호: WKU21-80) 시행하였다. 6주령의 C3H 마우스 암컷 16마리

를 구매하였다(Orient Bio, Seongnam, Korea). 사육조건은 온도

22 ± 2oC, 습도는 50 ± 10%, 조명 12시간 명암으로 유지해 주었

다. 마우스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무작위로 4개 그룹(N=4)으로

할당하였다. AH-8 앰플에 의한 탄력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개의 시료를 Control(무처치)군과 UVB 조사군을 제외한 두 그

룹의 C3H 마우스 등 피부 1×1 cm2 부위에 1 µL씩 매일 2회로

6주 동안 처치하였다. 그 후, 앰플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30분 후 UVB에 의한 광 노화를 유도하였다. Control

군을 제외한 세 개 군의 마우스 등 피부에 UVB를 램프(UV

Therapy System UV109, Waldmann, Villingen-Schwenningen,

Germany)를 매주 주 1회 혹은 주 2회 동일 시간(10:00~11:00)

에 조사하였다. 첫째 주는 1 minimal erythema dose(MED,

55~60 mJ/cm2) 2회, 둘째 주는 2 MED 2회, 셋째 주는 3 MED

1회, 넷째 주부터 여섯째 주까지 4 MED 1회로 조사하였다. 실

험 기간 6 주 중 총 UV 노출량은 21 MED였다. 동물의 피부 채

취 시 UV 손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피부 채

취 3일 전부터 UV를 조사하지 않았다. 

4. Western blot

6주 후 채취한 마우스의 등 피부를 액화 질소를 사용하여 미

세분말까지 균질화한 후 lysis buffer[20 mM Tris-HCl(pH 7.5),

150 mM NaCl, 1 nM Na2EDTA 1 mM EGTA, 1% NP-40, 1%

sodium deoxycholate, 2.5 mM sodium pyrophosphate, 1 mM β-

glycerophosphate, 1 mM Na3VO4, 1 μg/ml leupeptin]에 혼합하

여 용해하였다. 이를 얼음에 30분간 둔 후 12,000 rpm, 4oC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Sample을 12%

SDS-PAGE를 이용해 전기영동하고 이를 membrane으로 이전

시킨 후, 4% skim milk에서 방치하였다. 단백질이 이전된

membrane을 β-actin(1:5,000, Bioworld, Dublin, USA), TGF-beta

1(1:1,000, Abcam, Cambridge, UK), type I collagen(1:1,000,

Abcam, Cambridge, UK)에 대한 1차 항체를 4oC에서 24시간 동

안 반응시킨 후 TBST로 세척하였다. 이어 2차 항체(α-rabbit,

1:1,000, Abcam, Cambridge, UK)를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로 세척하였다. 이후 Membrane에 ECL kit(Amersham

Pharmacia Biotech, Little chalfont, England)를 이용하여 필름에

옮겨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

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데이

터의 기술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값을 구하였다. 결과

의 비교 분석을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제조한 앰플의 안정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심

분리 테스트 후 각 앰플 시료의 분리 상태를 확인하였고

Vehicle, 3% AH-8 앰플 모두 성상의 분리가 없었다(Fig. 3-a).

또한, 5oC, 25oC, 50oC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저온과 상온, 상온

과 고온을 반복하여(five-cycles) 사이클링 테스트를 한 결과에

서도 Vehicle과 3% AH-8 앰플 모두 성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b). 

앰플의 적절한 점도는 피부에 앰플을 도포할 때 편리성을 줄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점도를 유지

Fig. 3. Centrifugation & Cycling test of 3% AH-8 ampoules.
Vehicle: Base ampoule does not contain anything 3% AH-8 ampoule: Vehicle containing 3% Acetyl Hexapepti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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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므로 제조 후 점도의 변화를 8주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Vehicle, 3%AH-8 앰플 시료 모두 5oC, 25oC, 50oC에서 점도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Table 1).

제조한 앰플 시료들의 pH를 측정한 결과(Table 2)와 같다.

vehicle과 3% AH-8 앰플의 상온 25oC에서의 pH는 5.87로 동일

하였으며, 8주간 pH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간과 온도에 따른

pH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형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C3H 마우스 등 피부에 vehicle과 3% AH-8 앰플을 처치하고

자외선을 조사한 후 TGF-β1에 대한 발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는 Fig. 4와 같다. Control(CTR)군을 기준으로 UVB를 6주 동안

총 21 MED 조사하였을 때 TGF-β1은 27% 감소하였다(p＜

0.01). 또한 Vehicle 앰플을 처치하고 UVB를 조사한 마우스 그

룹의 피부에서도 TGF-β1이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3% AH-8

앰플을 처치하고 UVB를 조사한 마우스 그룹의 피부에서는

Table 1. Viscosity variation of ampoules (Unit : cps)

Temp. 0 Day 1 week 2 weeks 4 weeks 8 weeks

Vehicle

5oC 694.33±10.69 687.33±4.61 694.66±6.42 692.33±5.85 692.00±5.29

25oC 703.33±5.85 699.33±0.57 698.66±0.57 685.66±4.93 704.00±5.29

50oC 680.00±00.00 693.33±5.77 699.66±4.93 691.66±4.72 695.33±6.42

3% AH-8

ampoule

5oC 701.33±1.15 699.00±1.00 693.66±5.68 696.00±5.29 699.66±0.57

25oC 703.33±5.85 695.66±6.65 698.66±0.57 685.66±4.93 704.00±5.29

50oC 665.00±54.14 694.66±4.50 694.66±2.08 698.33±1.52 701.00±2.00

Measurement data were done in triplicate 

Data shows mean ± standard deviation
Control : Vehicle (Base ampoule does not contain anything)
3% AH-8 ampoule : Vehicle containing 3% Acetyl Hexapeptide-8

Table 2. pH variation of ampoules 

Temp. 0 Day 1 week 2 weeks 4 weeks 8 weeks

Vehicle

5oC 6.00±0.00 5.89±0.02 5.92±0.01 5.94±0.43 5.84±0.04

25oC 5.87±0.00 5.82±0.06 5.86±0.02 5.91±0.06 5.87±0.01

50oC 5.83±0.00 6.02±0.00 5.99±0.02 5.94±0.04 5.86±0.01

3% AH-8 

ampoule

5oC 5.83±0.03 5.88±0.04 5.90±0.02 5.92±0.03 5.96±0.08

25oC 5.87±0.00 5.82±0.06 5.86±0.02 5.91±0.06 5.92±0.06

50oC 5.86±0.05 5.72±0.14 5.85±0.04 5.99±0.01 6.06±0.04

Measurement data were done in triplicate 

Data shows mean ± standard deviation
Control : Vehicle (Base ampoule does not contain anything)
3% AH-8 ampoule : Vehicle containing 3% acetyl Hexapeptide-8 

Fig. 4. TGF-β1 expression on UVB-induced C3H mouse skin. Data are presented by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were analyzed bu paired t-test. Levels of significance are indicated as ** for p<0.01. CTR : Control, UV : Treatment of UVB
(total = 21 MED), Vehicle : Treatment of Vehicle ampoule and UVB, 3% AH-8 : Treatment of 3% AH-8 ampoule and U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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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1 20%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p＜0.01).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1(TGF-β1)은 섬유아세포에

의한 콜라겐 분비에 강력한 자극제이다(Lijnen & Perov, 2002).

피부에서 TGF-β의 중심적 기능은 CTGF(connective tissue GF)

의 SBE 표적 유전자 발현을 통해 type I 프로콜라겐 합성 및 분

비를 유도하는 것이다(Quan et al., 2010). 또한, SMAD3 의존성

경로를 통해 MMP1 매개 콜라겐 발현을 억제한다(Yuan and

Varga, 2001). 따라서 C3H 마우스 등 피부에 UVB를 조사한 후

광노화에 의한 TGF-β1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대조 화장품에

해당하는 Vehicle 앰플 처치에서도 광노화에 의한 TGF-β1이

감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3% AH-8 앰플을 처치하였을 때

TGF-β1의 발현이 증가하여 3% AH-8 앰플이 피부에서 MMP1

매개 콜라겐 발현을 억제하고 프로콜라겐 합을 증진시켜 피부

손상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피부섬유아세포에서 생산되는 Collagen은 노화 과정 및 주름

형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피부탄력에 직결한다. 즉,

Collagen과 같은 교원질들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의

형성을 지연한다. 따라서 UVB에 의해 손상된 C3H 마우스 등

피부와 3% AH-8 앰플을 처치하고 자외선을 조사한 후 Collagen

발현변화를 측정하였다(Fig. 5). CTR군을 기준으로 UVB를 21

MED 조사하였을 때 Collagen은 30% 감소하였다(p＜0.01).

Vehicle 앰플을 처치하고 UVB를 조사한 마우스 그룹의 피부에

서도 Collagen이 36% 감소하였다. 이는 UVB에 의한 피부 손

상이 피부 탄력 손실에 직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외선만

조사한 마우스 그룹에 비해 Vehicle 앰플을 처치한 그룹에서도

Collagen 손실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효능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을 처치하더라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3% AH-8 앰플을

처치하고 UVB를 조사한 마우스 그룹 피부는 Collagen이 48%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UVB를 조사하여(150 mJ/cm2) 피부를 손상

시키고 Oenanthe javanica extract를 처치하여 콜라겐 types I

and III를 정량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UVB 노출에 의해 피부

의 콜라겐이 감소하였으나 피부 손상을 Oenanthe javanica

extract가 UVB에 의한 피부 손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

다(Her et al., 2019).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Oenanthe javanica

extract가 UVB에 의한 피부 손상을 일부 저해하였으나 CTR 피

부의 콜라겐 정량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3% AH-8 앰플이 UVB에 의한 피부 손상을 저해하였을 뿐 아

니라 CRT보다 피부탄력 개선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탄력개선 효능이 예측되는 AH-8을 이용하여

앰플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안정성 및 탄력개선 효능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 vehicle과 3% AH-8 앰

플 모두 원심분리 테스트, 사이클링 테스트, 점도 및 pH 변화에

대한 제형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In vivo에서, 탄력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C3H 마우스 피부조직을 채취하여 TGF-β1과

Collagen 1의 단백질 정량을 시행한 결과 3% AH-8 앰플 시료

에서 TGF-β1과 Collagen 1의 발현이 증가하여 탄력개선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론에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보톡스

펩타이드가 AH-8이 신경에 작용하기도 하지만 콜라겐 합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부에

흡수가 쉬우며 탄력개선에 효과가 있는 항노화 펩타이드 화장

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Active 원료로 3% AH-8

을 앰플에 적용하였을 때 화장품으로서 제형의 안정성을 확인

하였으며, In vivo 측면에서 탄력개선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Collagen expression on UVB-induced C3H mouse skin. Data are presented by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were analyzed bu paired t-test. Levels of significance are indicated as ** for p<0.01, *** for p<0.001. CTR : Control, UV :

Treatment of UVB (total = 21 MED), Vehicle : Treatment of Vehicle ampoule and UVB, 3% AH-8 : Treatment of 3% AH-8 ampoule and
U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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