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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igossaccharides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immune system, atopy and skin
health according to the prebiotic effect on intestinal microflora. Due to the excellent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se oligosaccharides, the demand for prebiotics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world. In this review, it has been shown that galactooligosaccharide(GOS) intake improves skin health and atopic eczema and fructooligosaccharide(FOS) prevent atopic dermatitis in human clinical tria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ligosaccharides are sufficiently applicable as a functional food for
improving skin health and ski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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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노화는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회복능력의 저하에 의하며, 이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내인성 노화와 지속적인 자외선(UV)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인성 노화(광노화)로 분류된다. 내인성
노화의 특징은 세포수가 감소함에 따라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섬유의 합성량이 감소하고 느슨해져 탄력이
감소되고, 피부세포 내 수분 손실로 인하여 각질층 구조가 변하는 미세한 주름, 피하지방층의 감소, 피부
보습이 감소되는 임상적 특징을 가진다.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의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활성 산소종
(ROS) 이 싸이토카인(Cytokine) 발생을 촉진시켜 굵고 깊은 주름이 발생되며, 멜라닌세포의 활성이
증가되어 불규칙한 색소침착이 발생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탄력성이 감소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내인
성 또는 외인성 노화의 공통적인 요인으로써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하여 피부의
회복능력을 방해하여 피부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장은 인체 내 주요 면역기관이며, 장점막 면역계 내 면역세포 이동을 통하여 피부면역계와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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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 소재 중 하나가 올리고당
(Oligosaccharides)이다. 이들은 장내 유산균인 비피더스균(Bifidobacteria)이나 락토바실러스균(Lactobacilli)을 선택적으로 증
식시켜 균총 개선, 변비 개선 등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을 나
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작용기전이나 유산균과의 상
호작용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올리고당인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
GOS)과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 FOS)의 경우,
정장작용에 도움을 주며, 싸이토카인(Cytokine)의 변화를 초래하
여 피부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토피(Atopy) 질환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의 피부개선 효과

Fig. 1. 길락토올리고당의 피부 수분보유량 증가 효과.

와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임상시험 결과들을
소개하고, 피부건강 개선과 피부질환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스로서의 시장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
갈락토올리고당은 모유올리고당(HMO; Human Milk Oligosaccharide)의 구성성분인 갈락토실락토스(Galactosyllactose)를 함
유하고 있는 올리고당으로서, 영유아 장내 유익균 중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비피더스균의 먹이로써 적용되는 적합한 올리고당으
로 알려져 있다. 갈락토올리고당은 영유아 분유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이다. Hong YH 등(2017) 은 2017년도에

Fig. 2. 갈락토올리고당의 경표피 수분손실량 감소 효과.

30-69세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1.0g씩 하루 2회 총 2.0g의 갈락
토올리고당을 12주 동안 섭취케 한 다음, 피부수분보유량(Skin

LC705(DSM 7061), 5×109CFU; Bifidobacterium breve

water holding capacity), 경피수분손실량(TEWL: Transepi-

Bb99(DSM 13692), 2×108CFU; 와 Propionibacterim freu-

dermal Water Loss), 주름깊이(Wrinkle depth) 및 주름면적

denreichii ssp. Shermanii JS(DSM 7076), 2×109CFU 를 하루

(Total wrinkle area)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피부수분보유량

2 회 섭취케 하고, 산모가 섭취한 유산균 캡슐을 열어 0.8g 의

의 경우 갈락토올리고당 섭취 후 4주(*p＜0.05), 8주(*p＜0.05),

갈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된 슈가시럽 20 방울과 혼합하여 섭취한

***

12주( p＜0.001)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
*

영아군(n=461)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임산부 613 명을

다.(Fig. 1). 경피수분손실량의 경우는 12주차( p<0.05)에서 유의

대상으로 셀룰로스가 함유된 캡슐을 하루 2 회 섭취토록 하였고,

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Fig. 2), 뿐만 아니라 12주차에 확인한 레

산모가 섭취한 셀룰로스 함유 캡슐과 갈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지

플리카 포토그래피(replica photography) 측정결과 또한 대조군

않은 슈가 시럽을 섭취한 영아들(n=464)로 설정하였다.

대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

6 개월 및 24 개월이 된 영아의 분변 내 프로바이오틱의 수를

Kukkonen K. 등은 2007 년도에 임신한 임산부 1,223 명으

분석한 결과, 갈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 시험군의

로부터 출산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갈락토올리고당의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수가 위약군 대비 유의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효과를 통한 알러지 질병예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였다(Table 1). IgE 감작 테스트(IgE sensitation, 양성 피부

시험군은 임산부 610 명을 대상으로 캡슐당 Lactobacillus

자극 테스트: positive skin frick test response 또는 혈청항원

rhamnosus GG, 5×109CFU; Lactobacillus rhamnosus

특이 IgE 수치: serum antigen-specific IgE level>0.7kU/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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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주름 개선 효과.

수행한 결과, 갈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을 섭취한 시험군은 위약군

린을 추출하여 제조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설탕을 원료로 하여

대비 알러지 누적발생 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IgE 관련

제조되고 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대표적인 생리활성은 프리바이

아토피질환인 아토피성 습진(Atopic eczema)을 감소시키는

오틱 효과이고, 영유아식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소재로서 응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장내 프로바이오틱과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고시형 소재로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

아토피질환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프리바이오틱인 갈락토

재되어 있는 원료이다. 하지만 고온과 낮은 pH에서 쉽게 분해되므

올리고당이 장내 프로바이오틱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로 고온살균이나 낮은 pH를 가지는 레토르트 나 청량음료 등에는

시사한다.

적용하지 않고 있다.

상기 문헌들은 갈락토올리고당 섭취 시 성인의 피부건강 개선과 영

Reza Farid 등은 아토피질환을 가진 3개월~6세 영유아 40명을 대

유아의 피부질환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문헌검색 결과, 성인

상으로, 시험군은 1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락토올리고당을

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효과에 대한 인체임상을 수행

혼합한 분말 1.0g씩 하루 2회 총 2.0g을 8주 동안 섭취토록 하고,

한 문헌들은 검색이 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에 대

위약군은 프락토올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없는 동일한 분말을

한 추가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갈락토올리고당은 피부건강 개선에

시험군과 동일하게 섭취토록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지수

효과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소재 외에 치료제 영역에도 진출할

(SCORAD ; The 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는 첫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 째 방문(visit 1) 4주 후 두번 째 방문(visit 2) 및 8주 후 세번
째 방문(visit 3) 시 관찰하였다. 피부염 중증도지수 측정결과, 프락

프락토올리고당

토올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한 시험군은 프로바이오틱스만

프락토올리고당은 국내 식품공전에 의하면, 설탕분자 하나에 과당

01)를 나타내었고, 총 8주간 측정결과(visit1-visit3) 또한 유의적

분자가 1~3개가 결합되어 있는 단쇄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정의

인 감소(p=0.005)를 나타내었다. 4주-8주 동안은 유의적인 차이

되어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에서는 치커리로부터 이눌

를 나타내지는 않고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 이는

섭취한 위약군 대비, 첫 4주간(visit1-visit2) 유의적인 감소(p=0.0

Curr. Top. Lact. Acid Bact. Probiotics 2019;5(1):13-19｜15

․

․

․

신중철 김나리 고종호 김재환

Table 1. 갈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 섭취한 6~24개월 군의 분변에서의 유산균 변화
Prevalence (%)
Bacterial strain
L. rhamnosus GG

L. rhamnosus LC705

Propionibacterium JS

Bifidobacteria total

Lactobacilli total

Counts*
p value†

Probitics

Placebo

3.96(2.39－6.55)

<.001

7.47(6.17－8.18)

0(0－0)

55.3

0.75(0.48－1.17)

.195

54.3

0

28.3(3.98－200)

<.001

24

24.4

16.7

1.46(0.64－3.36)

.336

6

55.3

3.8

14.4(3.61－57.3)

<.001

24

14.6

12.5

1.17(0.41－3.35)

.769

6

97.9

86.5

1.13(1.01－1.27)

.039

24

90.2

97.9

0.92(0.83－1.03)

6

97.9

55.8

24

70.7

72.9

Months

Probitics

Placebo

6

91.3

23.1

24

41.5

6

RR(95% CI)

0(0－5.10)
4.42(0－7.00)

3.54(0－4.99)

p value‡
<.001
.571

0(0-0)

<.001

0(0-0)

.288

3.74(0－5.98)

0(0-0)

<.001

0(0－0)

0(0-0)

.966

9.3(8.76－9.77)

8.5(7.12－9.40)

0.001

.117

8.53(8.00－8.89)

8.06(7.40-8.98)

.338

1.75(1.37－2.24)

<.001

7.84(6.92－8.45)

4.44(0－7.78)

<.001

0.97(0.75－1.26)

.819

4.94(0.0－6.42)

4.29(0.0－5.34)

0(0－3.32)

.318

Values in boldfa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R, risk ratio.
*
Values less than the detection limit of 2.7 equal 0.
† 2
χ test.
‡
Mann-Whitney U test.

Table 2. 출생 후 6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와 갈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한 영아~2세 나이의 알러지질환 발생율 및 아토피성 습진 변화
Probiotic

Placebo

Adjusted*

Unadjusted

n

%

n

%

OR(95% CI)

p value†

OR(95% CI)

p value†

145/461

31.5

163/464

35.1

0.85(0.64－1.12)

.236

0.82(0.61－1.08)

.159

64/456

14.

87/463

18.8

0.71(0.50－1.00)

.052

0.65(0.45－0.94)

.022

120/461

26.0

15/464

32.3

0.74(0.55－0.98)

.035

0.69(0.52－0.93)

.015

57/459

12.4

82/463

17.7

0.66(0.46－0.95)

.025

0.61(0.42－0.90)

.012

127/454

28.0

144/462

31.2

0.86(0.65－1.14)

.289

0.82(0.61－1.10)

.0184

Primary outcome
Allergic disease‡
IgE-associated allergic diseases§
Secondary outcome
Eczema
Atopic exzema
Sensitization¶

║

Values in boldfa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Adjusted by means of multivariable losistic regression for sex, delivery by means of cesarean section, breast-feeding for at least 6 months,
use of antibitics during the intervention, and regular (daily or ≥2 days a week) use of probitics after the interventions.
†
The p value was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Food allergy, eczema, asthma, or allergic rhinitis.
§
Food allergy, eczema, asthma, or allergic rhinitis in infants with positive skin prick test responses or antigen-specific IgE levels of greater
than 0.7 kU/L.
║
Eczema in infants with positive skin prick test responses or serum antigen-specific Ig E levels of greater than 0.7 kU/L.
¶
Positive skin prick test response or serum antigen IgE level of greater than 0.7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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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의 피부건강 및 피부질환 개선효과

프리바이오틱인 프락토올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 섭취 시 피부염

락토올리고당은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과 피부건강에 효과가 있

완화 효과가 첫 4주간 가장 높고, 이 후 천천히 추가 완화가 진행되

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들이 혼합된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질환 감소와 알러지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락토올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 섭취시 싸이토카인인 γ-inter-

Ivakhnenka O. S. 등은 2013년도에 모유를 수유한 영아 80명,

feron, Interleukin 4 측정시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이 90:10(8g/L)비율로 첨가된

(Table 4). 실험결과는 2003년 Rosentfeldt 등의 연구인 “ Effect

분유를 섭취한 영아 80명, 표준조제분유만 섭취케 한 영아 80명

of probiotic Lactobacillus strains on the development of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

eczema” 와 유사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싸이토카인의

과, 모유만 섭취한 영아군과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8주 이상의 섭취를 통하여 싸이토카인

첨가된 분유를 섭취한 영아군의 분변에서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추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실리 의 농도가 서로 유사하였고(Table 5), 갈락토올리고당과 프

상기 문헌은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시 아동의의 피부질환 개선에 대

락토올리고당이 첨가된 분유를 섭취한 군은 표준조제분유만 섭취

한 연구결과이다. 문헌 검색결과 프락토올리고당을 이용하여 성인

한 군보다 식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

을 대상으로 수행한 피부질환 및 피부건강에 대한 연구는 검색되지

인되었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프락토올리고당

이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은 영아의 장내 균총 개선에

역시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소재 외에 치료제 영역에도 진출할 가능

기여하며, 이를 통해 면역체계를 통한 피부질환 개선 활성을 가진

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리고당

결 론

영유아식에 적용되고 있는 올리고당은 모유성분으로 알려진 갈락

올리고당류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기반으로 정장작용 뿐만 아니

토실락토스(galactosyllatose) 등의 단쇄올리고당(short chain

라, 피부수분보유량, 경피수분손실량, 주름, 아토피 등 다양한 피부

oligosaccharides)을 함유하고 있는 갈락토올리고당과 프락토올

건강 및 피부질환 개선에 대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

리고당을 9:1로 혼합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리바이

고 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많지 않아, 이너

오틱스의 생리활성을 가지는 모유올리고당(Human Milk Oligo-

뷰티 관련 식품시장과 피부질환 치료제 또는 치료 보조제 시장형성

saccharides)의 구성당은 대부분 단쇄올리고당으로 되어 있기 때

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가연구로서 인체 임상 및

문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갈락토올리고당과 프

작용기전 연구들을 수행하여, 정장작용 시장에 머물러 있는 올리고

Table 3. 프락토올리고당 섭취기간에 따른 아토피피부염증 중증도 지수 변화
SCORAD

Control group
Mean(SD)

95% Confidence interval

Visit 1 and 2

－11.06(10.96)

－14.05－(－9.15)

－29.51(19.09)

－33.78－(－25.24)

Visit 1 and 3

－20.10( 8.63)

－22.3－(－18.07)

－39.2(24.22)

44.61－(－33.79)

8.94

0.005

Visit 2 and 3

－7.65( 8.33)

－9.4(11.14)

－11.89－(－ 6.91)

0.22

0.6

－9.58－

(5.72)

Study group
Mean(SD)

95% Confidence interval

F
12.6

p value
0.001

SCORAD: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Table 4.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전 후의 싸이토카인 변화
Control group
Mean(SD)

Study group
Mean(SD)

D

Interleukin 4

0.33( 2.60)

0.83( 1.26)

0.05

γ-Interferon

153.33(509.33)

77.70(225.94)

－75.63

Cytokines

95% Confidence interval

t

p value

0.05－ 1.31

0.85

0.4

－75.63－256.21

0.4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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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분변 내 유산균 변화
Group 1
(breast feeding)

Group 2
(formular with scGOS/lcFOS)

Group 4
(standard formular)

p

Bifidobacteria(CFU/g)*

9.047(1.075)

8.92(1.011)

7.81(0.83)

＜0.05

Lactobacilli(CFU/g)*

7.26 (0.65)

7.22(0.74)

6.81(0.93)

＜0.05

*

mean, SD in brackets.

Table 6. 생후 18개원동안의 알러지 반응빈도

Allergic reactions to food*
Allergic reactions to caw’s milk proteins

*

*

AD

Respiratory system allergic symtoms*
Gastro-intestinal symtoms of food allergy

*

Group 1(n=51)

Group 2(n=62)

Group 3(n=53)

p

3.92(2)

4.84(3)

16.98(9)

＜0.05

1.96(1)

3.23(2)

15.09(8)

＜0.05

3.92(2)

4.84(3)

16.98(9)

＜0.05

1.96(1)

4.84(3)

13.21(7)

＜0.05

1.96(1)

3.23(2)

13.21(7)

＜0.05

*

percentage, number of children in brackets.

당 시장을 이너뷰티, 화장품 및 피부질환 시장으로의 개척이 필요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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