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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추출‧정제된 베타-카로틴의 주름개선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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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d the extraction/purification of β-carotene from recombinant E.coli and evaluation of anti-wrinkle activity of 

purified β-caroten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traction yields were observed when hexane or isobutyl acetate was used. 

However, extraction from wet-cell cake resulted in 2-fold higher amount of β-carotene than that from dry cells. Disruption of 5 

g-wet cells by ultrasonic homogenizer, acetone dehydration, extraction with isobutyl acetate resulted in 36 mg of β-carotene 

corresponding to 61.2% of recovery. The formation and separation of β-carotene crystal improved the purity. 633 mg of β

-carotene crystal with 93% purity was obtained from 223 g/L of wet-cell cake harvested from 2.5-L fed-batch culture broth. 

The cultures of normal human primary fibroblast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β-carotene on cytotoxicity as MTT 

assay and anti-wrinkle activity as collagen synthesis assays. 1.7 μM of β-carotene was found to be optimal concentration at 

which 1.4-fold higher amount of collagen was synthesized than that in absence of β-carotene. This indicates that highly 

purified β-carotene can be obtained from recombinant E.coli by applying simple method with less toxic solvent and can be 

used in functional cosmetics as anti-wrinkl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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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베타-카로틴은 카로테노이드계 물질이고 비타민 A 구체, 면역

기능의 활성화, 항산화제로서 인체 내 산소라디칼 제거를 통한 

노화 방 효과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 의약

품, 기능성 식품, 음식물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베타-카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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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시장규모가 연 2억 4천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성

이 범 한 물질이다(3). 최근 들어 화장품회사들은 베타-카로틴

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이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고 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정확한 실험  증거가 발표된 바 없다. 

첨가제로 사용되는 천연 베타-카로틴은 당근, 토마토, 호박과 

같은 녹황색 채소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가격이 매우 비싼데, 

이는 식물체에 존재하는 베타-카로틴의 양이 매우 고 다른 

카로테노이드 성분들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수율이 낮고 회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4-5).

  부분의 베타-카로틴은 상업화된 화학합성공정에 의해 생산

되고 있으나 식품  화장품에 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6). 따라서 미세조류 (microalgae)인 Dunaliella salina(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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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균인 Blakeslea trispora(4, 8), Rhodotorula glutinis(9)를 

배양하고 이로부터 베타-카로틴을 회수하기 한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미생물들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추출

하기 한 기존의 방법은 세포를 건조한 후 분쇄하는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처리 과정과 핵산, 클로로포름, 톨루엔 등과 같은 

유독성 용매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 이 있다(4, 10, 11). 미국 

FDA에서는 제약 는 식품 산업에 핵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12). 이에 식용유를 추출용매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베타-카로틴 결정이 생성되지 않아 고 순도의 베타-카

로틴을 얻을 수 없었다(4, 13). 한 식물체의 경우처럼 베타-

카로틴 외에 다른 카로테노이드 물질이 동시에 생합성 되기 때문

에 이들로부터 베타-카로틴만을 분리하기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하다고 지 되어 왔다(14). 

  최근 본 연구 에서는 다른 카로테노이드 물질의 생성 없이 

베타-카로틴만을 과량으로 생합성하는 재조합 장균을 개발

하 다(15). 본 연구는 유독성이 은 용매를 사용하여 재조

합 장균으로부터 베타-카로틴을 간단하고 효율 으로 추출/

정제하는 방법의 개발과 정제된 베타-카로틴을 기능성 화장품

의 주름개선제로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그 목 이 있

다. 미국 FDA에서 제약  식품산업에 사용을 허가한 class 3 

계열 용매인 isobutyl acetate (IBA)(12)를 추출용매로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한 세포의 상태 (dry or wet), 탈수 

용매의 종류가 추출 수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베타-

카로틴 결정을 생성시키고 이를 추출용매로부터 분리함으로

써 고순도의 베타-카로틴을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사람 

섬유아세포 (normal human primary fibroblast) 배양을 통하여 

정제된 베타-카로틴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  주름개선 활성

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균주, 배지,  배양 방법

  베타-카로틴 생산 균주는 E.coli DH5α에 베타-카로틴 생합성 

유 자들을 포함하는 pT-DHB 라스미드와 mevalonate 생합성 

외래 유 자들을 포함하는 pS-NA 라스미드가 삽입된 재조합 

장균이다(14). -80℃에 보 된 glycerol stock 0.8 mL를 ampicillin 

(100 mg/L)과 chloramphenicol (50 mg/L)이 첨가된 LB 배지 

100 mL를 함유하는 500 mL 라스크에 종한 후 진탕배

양기 (제이오텍, 서울, 한국)에서 37℃, 180 rpm으로 배양하

다. OD600nm가 0.6에 도달하 을 때, ampicillin (100 mg/L), 

chloramphenicol (50 mg/L), 리세롤 (20 g/L)이 첨가된 2×YT 

배지 1.8 L를 함유하는 3.4 L 상단구동 발효기 (코바이오텍, 

인천, 한국)에 종균을 종한 후 회분식 모드로 배양을 시작

하 다. 라이세롤이 거의 고갈될 시 에 pH-stat으로 기질을 

공 하며 유가식 배양을 수행하 다. pH는 2N 황산과 25% 

암모니아 용액을 이용하여 6.8∼7.0으로 조 하 고 용존산소 

농도는 교반속도와 순수산소를 혼합하여 공 함으로써 조

하 다. Difco Lab. Inc. (Detroit, Mi, USA)배지와 Sigma사 시약

을 사용하 다. 

 세포독성 시험 (MTT-based cytotoxicity assay)과 콜라겐 생

합성 시험 (collagen assay)을 하여 CO2 인큐베이터에서 이산

화탄소 농도를 5% 유지하며 37℃에서 사람 섬유아세포 (normal 

human primary fibroblast, 충남 학교 의과 학 김창덕 교수 

제공)를 배양하 다. 10% 우태아 청 (fetal bovine serum)과 

페니실린 (100 IU/mL), 스트렙토마이신 (10 mg/mL)이 첨가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 (Gibco BRL, 

California, USA)를 사용하 다.

  시료 처리

  배양 종료 후 배양액을 취하여 4℃, 8,000 rpm으로 원심 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후 세포를 회수하 다. 건조 세포를 얻기 

하여 wet-cell cake을 알루미늄 시 (외경 20cm)에 넣고 골고

루 퍼지게 문지른 후 55℃ 건조기에서 12시간 건조하 다. 건조

세포를 막자사발에 넣고 5분간 분쇄하여 균일한 건조세포 가루

를 얻었다. Wet-cell cake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수된 세포를 

그 로 사용하 다. 이들 세포들을 탈수 ( 는 탈 지질)하기 한 

용매로 아세톤 혹은 2- 로 올을 사용하 다. 세포 탁액을 

포함하는 튜 를 얼음통에 넣고 세포 쇄기 (Ultrasonic homogenizer, 

Sonics & Materials, Inc., Danbury, USA)의 tip을 세포 탁액에 

담근 후 반복 인 sonication에 의해 세포를 쇄한 후 원심분리

에 의해 세포잔사물 (cell debris)을 회수하 고 이를 베타-카로

틴 추출에 사용하 다. 시료 처리와 베타-카로틴 추출에 일제 

특  시약을 사용하 다.

  베타-카로틴 추출

   처리된 세포 (건조 세포 1 g 혹은 wet-cell cake 5 g)를 

포함하는 500 mL 삼각 라스크에 핵산 는 isobutyl acetate 

(IBA) 40∼50 mL를 첨가한 후 물 탕으로 60℃를 유지하며 

10분간 교반하 다. 증발에 의한 용매의 손실을 방지하기 하

여 50 mL 라스크를 마개로 사용하 다. 이후 혼합액을 감압 

하에 Whatman 나일론 멤 인 필터 (세공크기 0.25 μm)를 

통과시켜 추출용액과 세포잔사물을 분리하 다. 

  베타-카로틴 순도 측정

  추출액 11 mL를 채취하여 1 mL는 HPLC 분석에 사용하

고, 10 mL를 알루미늄 시에 넣어 55
oC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건조물의 질량을 측정하 다. 건조물의 질량은 추출액 에 

존재하는 모든 추출물질들의 총 질량을 나타내므로 HPLC로 

측정된 베타-카로틴의 양을 이 건조물의 양으로 나 면 추출액 

의 베타-카로틴의 순도가 된다.

  한편, 정확히 정량된 베타-카로틴 결정 분말을 일정부피의 

IBA에 용해시키면 농도를 아는 용액이 제조된다. 표  베타-

카로틴 시약으로 제조된 표 용액으로부터 HPLC 검량선을 작성

한 후, 이로부터 제조된 용액의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농도를 

제조된 농도로 나  값이 베타-카로틴 결정의 순도가 된다.

  세포독성실험 (MTT-based cytotoxicity assay)

  재조합 장균으로부터 추출 ·정제된 베타-카로틴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 여부를 검사하 다. M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 (dehydrogenase)에 의해 노란색의 수용

성 기질인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를 보라색을 띄는 

비 수용성의 MTT-formazan 결정으로 환원시키는 미토콘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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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을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의 양이 

많을수록 MTT에 의해 생성된 보라색의 색깔이 진해지게 된

다(16). 8☓103 cells/well이 되도록 각각 0.1 mL의 배지를 함유

하는 96 well plate에 세포를 분주하여 세포가 부착될 때 까지 

24시간 배양하 다. 그 후 THF (tetrahydrofuran)에 정농도로 

희석된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배지로 교체한 후, 배양을 재개

하 다. 배양 24시간 후 MTT 용액을 최종농도 1 g/L가 되도록 

배양액에 첨가하고 4시간을 추가로 배양하 다. 배양 종료 후 

MTT를 함유하는 배양액을 suction에 의해 제거하면 well에는 

MTT-formazan 결정이 남게 되는데, 이를 용해시키기 하여 

0.1 mL의 DMSO (dimethylsulfoxide)를 첨가하 다. 세포의 생존

도는 용액의 색깔과 직선 인 상 성을 나타내는데, ELISA reader

의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이를 산정하 다. 

  콜라겐 생합성 실험 (collagen assay)

  3.5×103 cells/well이 되도록 각각 1 mL의 배지를 함유하는 

24 well plate에 세포를 분주하여 세포가 부착될 때 까지 24시간 

배양하 다. 그 후 THF에 정농도로 희석된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배지로 교체하여 추가로 24시간 배양 후, 배양액 의 

콜라겐 양을 측정하 다. Procollagen type I C-peptide EIA kit 

(MK101, Takara Bio Inc.)를 이용하고 회사에서 제공된 실험

방법을 따라 콜라겐 양을 측정하 다. 콜라겐 농도는 ELISA 

reader의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표 농도 곡선을 작성

한 후, 실험군에서 발 된 콜라겐 양을 계산하여 얻었다.

  분석방법

  역상칼럼인 J'sphere ODS H80 (250 mm×4.6 mm, YMC Co., 

Ltd, Japan)을 장착한 HPLC를 사용하여 베타-카로틴 농도를 

측정하 다. 메탄올 (40%), 아세토니트릴 (48%),  디클로로메탄 

(12%)이 섞인 혼합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 다. 펌  (515 HPLC 

pump, Waters, USA)에 의한 이동상의 유속은 1.5 mL/min이었

고, 분리되어 나온 베타-카로틴은 UV 검출기 (Waters
TM 486, 

Waters, USA)의 450 nm에서 검출되었다.

결과  고찰

  재조합 장균의 유가식 배양  베타-카로틴의 추출·

정제

  Fig. 1은 유가식 배양에서 형 인 생산균주의 성장  베타

-카로틴 생산을 나타낸다. 배양 개시 약 12시간 후에 리세롤

이 거의 고갈됨에 따라 pH-stat으로 기질이 공 되었다. 세포의 

생장은 배양 24시간 이후부터 지되었으며, 이때 최  세포 농도

는 25 g/L 다. 베타-카로틴은 지속 으로 생산되었으며 배양 

개시 33시간에 최  농도인 980 mg/L에 도달하 다. 이는 단

세포 당 베타-카로틴 생산량이 39.1 mg-β-carotene/g-DCW이 

됨을 의미한다.

  배양 종료 후 회수된 세포를 2- 로 올로 탈수처리하고 건조

시켰다. 생성된 베타-카로틴이 세포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출효율을 높이기 하여 세포를 쇄하 다. 핵산 는 IBA

에 의해 세포 잔사물로부터 추출된 베타-카로틴의 양을 비교

하 다. 핵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10분 이후부터는 추출

양의 증가가 찰되지 않아 IBA로 추출하는 경우에도 추출

시간을 10분으로 고정하 다. 한 매 추출 후 새로운 용매로 

교체하여 추가 인 추출이 가능한지에 해서도 조사하 다. 

Fig. 2에 나타내었듯이, 첫 번째 추출 시 핵산에 의한 추출량은 

8.2 mg이었고 IBA에 의해 추출된 양은 7.2 mg으로 두 용매의 

성능은 비슷하 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두 용매에 의해 추출

된 양이 모두 1 mg이하 다. 이는 두 번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추출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Table 1. Comparison of extraction m ethods for recovery of 

β-carotene from recombinant E.coli

Cell Condition
1
Dry cells

2
Wet cells

Dehydration 

Solvent

5
Extraction 

Solvent

β-carotene

(mg)

Purity

(%)

β-carotene

(mg)

Purity

(%)
3
Acetone IBA 11 40 35.8 (

*
23.9) 62.3

4
2-propanol IBA 9 44 36.0 (

*
24.0) 58.5

3Acetone Hexane 8 31 33.9 (*22.6) 59.5
4
2-propanol Hexane 6 32 24.8 (

*
16.5) 38.5

1
1 g dry cells and 

2
5 g wet cells were disrupted using ultrasonic 

homogenizer.
3Cell debris was dehydrated with 30 mL acetone at room temperature 

for 30 min  
4
Cell debris was dehydrated with 30 mL of 85%(v/v) 2-propanol at 

40℃ for 30 min 
5
Extraction was performed with 50 mL solvent at 60℃ for 10min.

*
The values in parentheses corresponds to β-carotene per 1g dry cells.

Figure 1. Time profiles of cell growth and β-carotene production in 

pH-stat fed-batch culture of recombinant E.coli cells at 37℃.

  추출 후에도 세포잔사물이 여 히 오 지색을 띠고 있어 추출

방법에 한 개선이 필요하 다. 따라서 세포의 상태 (dry 는 

wet), 탈수 용매의 종류, 추출용매의 종류에 따른 향을 반

으로 조사하 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Wet-cell 

cake의 경우 5 g을 취하 는데, 이는 dry cell 1.5 g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로부터 추출된 베타-카로틴의 양을 dry cell 1 g에 

해당하는 양으로 보정한 값을 호 안에 표시하 다. 조사된 

모든 경우에서 탈수 용매의 종류, 추출용매의 종류는 추출성능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실험 결과는 재조합 장균으로

부터 베타-카로틴의 효율  추출을 하여 미국 FDA가 추천

하는 IBA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et-cell cake으로부터 

추출한 경우가 dry cell로부터 추출한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이 추출되었다. 결론 으로 wet-cell cake을 

아세톤 혹은 2- 로 올로 탈수시킨 후 IBA로 추출 시 36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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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베타-카로틴이 추출되었다. 이는 dry cell 1 g에 해당하는 양

으로 환산 시 24 mg에 해당하며 61.2%의 회수율을 나타낸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효모나 미세조류로부터 베타-카로틴의 

추출(4, 10)에 비하여 추출효율이 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본 결과처럼 algae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추출함에 있어서 dry 

세포를 사용 시 그 추출수율이 감소하 고 처리 용매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13).

Figure 2. The repeated extraction of β-carotene from 1 g dry cells 

with 40 mL IBA at 60℃. Each run was performed for 10 min.

  한편, 추출용액 의 베타-카로틴 순도는 약 60% 수 으로

서 이를 주름개선 성능시험을 한 시료로서 사용이 불가능

하 다. 베타-카로틴은 추출과정에서 장균 세포막의 지질성

분들과 함께 추출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추출액의 

순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2- 로 올 는 아세톤

으로 세포를 처리하 지만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지질

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 순도

의 베타-카로틴을 얻기 한 추가 인 정제과정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액에 용해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의 

결정생성을 진시켜 베타-카로틴을 추출용액으로부터 분리

함으로써 고순도의 베타-카로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하 다. 미생물의 세포막 유래 지질성분들은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부분이므로 결정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10). 그러나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일부 지질성분들의 결정생성을 방지하기 

하여 추출액을 농축하여 용액 의 베타-카로틴을 과포화 상태

로 만든 후, 베타-카로틴에는 불용성이나 지질성분에는 잘 섞이

는 2- 로 올(4)을 첨가하 다. 이를 온에서 12시간 방치 시 

상당향의 베타-카로틴 결정이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기  실험을 바탕으로 피부주름개선 성능테스트

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베타-카로틴을 얻기 하여 큰 규모의 

추출  정제 실험을 수행하 다. 즉, 재조합 장균의 유가식 

배양을 재 수행하여 배양액 2.5 L로부터 얻은 wet-cell cake 

223 g의 탈수, 세포 쇄, 세포 잔사물로부터 베타-카로틴 추출, 

농축, 결정화 등을 통하여 최종 으로 순도 93%의 베타-카로틴 

결정 633 mg을 얻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4는 표 품과 배양액으로부터 추출・정제된 베타-

카로틴의 HPLC 피크를 나타낸다. 정제된 베타-카로텐의 피크

는 표 품 피크의 용출시간과 일치하고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음

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순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Figure 3. Process for extraction and purification of β-carotene from 

recombinant E.coli.

Figure 4. Representative chromatograms of authentic (A) and purified 

β-carotene (B) dissolved in IBA.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주름개선 성능 시험

  피부주름의 발생원인  하나로 피부 교원질 (콜라겐)의 결핍

을 들고 있다. 콜라겐은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서 

피부구조와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콜라겐은 나이

가 들면서 생성의 감소를 보이며 분해도 증가되어 피부 진피층

의 함몰을 유도하여 피부의 주름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콜라겐의 생성정도를 실험하여 피부 주름개선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식품

의약품 안 청에 제시한 in vitro 시험법으로서 섬유아세포 배양 

시 시료의 세포내 콜라겐 생성 증가 정도를 control과 비교하는 

것이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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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는 다른 정상세포들의 생장도 억제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  베타-카로틴이 정상세포에 미치

는 독성여부를 조사하 다. 0.9∼17.3 μM 범 의 베타-카로

틴을 농도별로 첨가한 배지를 제조한 후, 그 배지에서 섬유

아세포의 생존율 (viability)을 조사하 다. Fig. 5에 나타내었

듯이, 0.9 μM의 베타-카로틴을 첨가 시 섬유아세포의 생존율

은 control과 비슷한 반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 감

소하여 17.3 μM이 첨가된 배지에서 control의 71%에 달하

다. Schlipalius등(2)은 농도별로 제조된 베타-카로틴이 흑색종  

(human metastatic)변이 세포와 정상 멜라닌 생성세포 (neonatal 

melanocytes)의 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베타-카

로틴의 농도를 1.86 μM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정상세포인 멜라

닌 생성세포의 생존율은 control과 거의 비슷한 반면, 흑생종 

변이주의 생존율은 control의 50∼90% 수 까지 감소하 다.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농도가 높은 경우 종양세포와 정상세

포의 생존율은 모두 격히 감소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낮은 농도의 베타-카로틴은 특정 암세포에 

특이 으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반면 정상세포에는 거의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일정농도 이상의 베타-카로틴은 세포

의 종류에 계없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생리활성물질이 세포에 미치는 독성 유무를 검사할 

경우 세포의 생존도가 80%이상이 되는 범 를 안 한 농도

범 로 인정한다(19). 따라서 control의 84%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3.5 μM 이하의 베타-카로틴이 세포에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안 한 농도 범 로 결정되었다. 

Figure 5. MTT assay for testing the toxicity of purified β-carotene 

dissolved in THF.

  3.5 μM 베타-카로틴을 최 농도로 설정하여 콜라겐 생합성

에 한 베타-카로틴의 농도별 향을 알아보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6에 나타내었듯이, 생성되는 콜라겐의 농도는 

베타-카로틴의 첨가농도에 따라 증가하 고 1.7 μM의 베타-

카로틴이 첨가된 배지에서 최 치인 422 ng/mL에 도달하

다. 이 값은 control에 비해 46% 높은 수치이고 티놀 1 μM 

는 아데노신 1 μM이 첨가된 배지에서 생성된 콜라겐양의 

각각 96%와 87%에 해당한다. 한편 배지 의 베타-카로틴 

농도를 3.5 μM로 증가시켰으나 콜라겐 생성양의 증가는 더 이상 

찰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베타-카로틴이 생체 내에서 콜라겐 

생합성을 진시켜 주름개선효과를 나타내고 그 성능은 티놀

과 비슷하지만 아데노신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짐을 나타낸다. 

  세포독성시험과 콜라겐 에세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은 

장균 유래 베타-카로틴이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개선제로 사용

될 수 있고 이의 정첨가량은 1.7 μM이며 기존의 주름개선제

로 사용되고 있는 티놀이나 아데노신과 경쟁 가능한 물질이

라고 주장한다.

Figure 6. Collagen assay for testing the anti-wrinkle activity of 

purified β-carotene dissolved in THF.

요  약

  재조합 장균으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추출/정제하고 정제

된 베타-카로틴의 주름개선 성능을 평가하 다. 탈수 용매, 추출

용매에 따른 추출량의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wet-cell 

cake으로부터 추출한 경우가 dry cell로부터 추출한 경우에 

비하여 2배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이 추출되었다. 5 g의 wet-cell 

cake을 쇄하고, 아세톤으로 탈수한 후, isobutyl acetate로 

추출한 결과 36 mg의 베타-카로틴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61.2% 

회수율에 해당한다. 베타-카로틴의 결정을 생성시키고 이를 

분리한 결과 순도가 증가하 다. 재조합 장균 배양액 2.5 L

로부터 얻은 wet-cell cake 223 g의 탈수, 세포 쇄 후 세포 

잔사물로부터 베타-카로틴 추출, 농축, 결정화 등을 통하여 

최종 으로 순도 93%인 베타-카로틴 결정 633 mg을 얻었다. 

사람섬유아세포 배양을 통하여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세포 

독성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1.7 μM의 

베타-카로틴을 첨가 시 세포에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으

며 콜라겐 합성양은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4배 증가

하 다. 본 결과는  유독성 용매를 사용하고 기존보다 간

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조합 장균으로부터 고순도의 베타-

카로틴을 정제할 수 있고 이를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개선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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