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용식품 시장의 동향

대표적인 미용식품으로는 피부 미백을 추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한 음료나 보조제 등이 있다. 비타민

광고사에서 실시한 비타민의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

(20세 이상남녀 1,551명) 중 99%가 비타민C를 알고

있었으며 영양 기능적인 내용으로서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56%로서 매우 높았고 섭취

이유가 피부건강이라고 한 사람은 40%로 비타민C의

미용 관련 정보가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름다운 피부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콜라겐을 함유한 음료, 과자가 있다. 콜라

겐음료는 일시적으로 붐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자리잡아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

에서는 경구섭취로서 자외선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

킨다고 하는 컨셉과 코스메디칼이라고 하는 개념의

상품군이 생겨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먼저 비타민

C, 콜라겐을 시작으로 비타민E, 카로틴 등의 비타민

류, 알로에베라, 로얄젤리, 핵산 등과 같은 많은 소

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용을 추구한 보조제와

식품에 이용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미용식품은

자생당의 [퓨어 화이트(G+C)][아펠리오 포르테],

카네보우의 [크리아 레시피C][뷰티 레시피B][아미

노 에스테], 메나드의 [콜라겐 드링크], 판겔의 [촉촉

한 서플리][코라겐 서플리][백색] 등이 있다. [퓨어

화이트(G+C)]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효모, 핵산,

율무, 감초 엑기스 등을 배합한 것으로서 음료와 보

조제 제품이, 봄부터 여름까지의 피부미용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카네보우는 흰피부의 케어 시리즈로

서 몇몇 미용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미백용으로서

는 비타민C를 중심으로 여성에 필요한 비타민을 첨

가한 [크리어 레시피C], 피부미용으로서는 진피층 콜

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 12종을 배합한 [아미노 에

스테]가 있다. 판켈의 [촉촉한 서플리]는, 세라미드,

히아루론산, 실크펩타이드, 글루코사민을 배합한 것,

[백색]은 비타민C, 포도종자엑기스, L- 시스테인 등을

배합한 것이다. 미용소재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크

게 [피부 윤기,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피부미용과, 기

미, 주건깨 등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미백 소재로

나눌 수 있다.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재는 피

부를 구성하는 표피, 진피의 주요성분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진피의 대표적인 성분인 콜라겐,

hyaluronic acid 등이, 표피(각질층)의 대표적인 성분

으로서 세라미드 등이 있다. 한편, 미백을 목적으로

한 소재로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는 멜라닌색소

의 생성억제작용을 가진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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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백소재의 동향

피부색은 멜라닌색소의 침착에 의해 변한다. 이

멜라닌색소는 색소세포(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합성효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외선은 멜라

노사이트를 활성화시켜, 멜라닌색소를 다량으로 합

성시키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의 주 원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기미, 주근깨의 대책으로는 비타민C나

L- 시스테인 등과 같은 환원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이러한 것을 활용한 화장품, 식품, 음료가 오늘날의

미용식품시장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생체 내에서

항산화작용을 가진 식물 폴리페놀이나 카로티노사이

드 등도 멜라닌 색소합성촉진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하이알룰로니다제의 활

성을 저해하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손상을 경감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미백 소재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2- 1. 글루타치온 고함유 효모

興人에서 판매하고 있는 글루타치온 고함유의 [효

모엑기스YH]도 미백작용를 가진 미용식품용도로서

판매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색소의 합성이

촉진된다고 앞서 언급하였으나 기미의 원인은 이 멜

라닌색소와 lipofuscin 등의 과산화지질의 생성 때

문이다. 글루타치온은 멜라닌색소의 전구물질을 만

드는 티로시나제효소의 활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과

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의 발생을 억제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노화나 당뇨병 등의 질

환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글루타치온의

생산능이 저하되어 항산화능이 상실됨에 따라 기미

가 나타나기 쉽게 되지만, 글루타치온은 간 기능개

선작용도 있고, 질환으로부터 오는 피부질환의 치료

에도 경구섭취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興人

에서는 지금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torulopsis

효모 유래 글루타치온을 8% 이상 함유한 엑기스를

판매하고 있고 이 보다 높은 15% 이상 함유한 것

도 개발한 바 있다.

2- 2. 식물추출물

丸善製藥은 다양한 식물추출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보조제 등 건강식품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 중,

미용식품용도로 앞으로 기대되는 소재로서 [月桃葉

乾燥 엑기스F][蓮胚芽엑기스 파우다MF][紫玄米乾

燥엑기스F] 이상 3종이 있다. 이들 모두 皮膚纖維

芽세포 증식, 콜라겐·뮤코 다당류생산 촉진작용을

가지고 있어 젊은 피부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소

재이다. [月桃葉乾燥 엑기스F]는 皮膚纖維芽세포의

콜라겐 생산기능과 함께 진피층에 쌓여 가는 콜라겐

의 분해억제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콜라겐을 주요

성분으로 한 미용드링크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콜라

겐을 부재료로 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油脂가 미백소재로서 작년부터 판매

하고 있는 것이[장미꽃잎엑기스분말]. 피부 미백이

붐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것은 장미

의 꽃잎 엑기스를 50% 함유하고 있는데,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제활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엑기스 0.6% 첨가시, 대

상구에 비해 티로시나제 활성이 약 1/ 2). 一丸팔코

스가 개발·판매하로 있는 [휘트렉스5]는 허브(보리

수, 고추나물 등)의 혼합식물 엑기스로서,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합성촉진을 억제하고, 미백효과을 기대

할 수 있는 소재로서 이용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합성촉진 메카니즘으로는 염증이 깊게 관여

하고 있으며, 자외선에 의해 유발되는 IL- 1α, 엔도

세린, 히스타민 등이, 멜라니사이트를 활성화하고,

멜라닌색소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

로부터 허브엑기스의 항염증작용은 익히 알려져 있

지만, [휘트렉스5]에는 진피 중의 비만세포로부터

방출되는 히스타민의 유리를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

되어, 염증에 의한 색소의 침착을 방지하는 미백소

재로서의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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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미용소재의 동향

3- 1, 세라미드

사람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조직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표피는 각질층과 과립층, 有棘층, 基

底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도 표피부분의 각질

층은 건강한 피부의 유연성에 크게 관여하고 있고,

각질층의 수분이 피부의 보습성을 유지한다고 생각

된다. 이 각질층을 구성하는 지질로 가장 많이 함유

된 성분이 세라미드로서 각질층세포간 지질의 약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즉 세라미드는 피부의

보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라미드는 스핀고신에 지방산이 결합한 구조를 가

지고 있고 분자내에 당과 지질의 양방을 함유하는

당지질로 분류되는데 생체 내에서는 피부 이외에 혈

액, 뇌, 척추, 신경조직에서 볼 수 있다. 식물에서는

소맥, 쌀, 대두, 시금치 등에 함유되어 있다.

최근 식품계 미용소재로서 세라미드 함유 소맥추

출물, 쌀추출물이 개발되어 미용식품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日本油脂의 [닛산N- 세라미드]는 식용

으로 개발된 최초의 소맥 세라미드 소재로서, 소비

자의 평가도 좋고, 보습효과가 기대되는 다양한 미

용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유지는 식품

용도로서의 글루코실 세라미드 함량 규격이 통일되

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량법을 개발한 바

있으며, 식품위생연구소와 동일한 측정치를 얻는 바

있다. 현재 관계기관과 기업이 공동연구하여 고속액

체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정량분석법을 확립한 바

있어 곧 학회에 발표될 예정에 있다고 한다. 日本製

粉에서는 국내산 소맥으로부터 추출한 세라미드를

함유한 [소맥배아유S]와 쌀배아·쌀겨 유래의 [세

라미드RP]를 판매하고 있다. 소맥배아유S는 당지질

로서 6% 이상 함유. 분말 타이프는 4% 이상 함유.

한편 쌀유래의 RP는 백색무색의 분말로서 글루코실

세라미드을 6% 이상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구

섭취로 피부 각질층의 수분함량을 향상시키고 진피

층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분해하는 콜라게나제의 활

성을 저해하여 콜라겐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확인

된 바 있다. 현재 미용을 컨셉으로한 보조제, 음료,

캔디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3- 2.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은 고분자의 점액성

뮤코다당류로서 생체내의 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

고, 생체방어에 관여하는 면역계나 전해질 발란스을

컨트롤하는 물질로서, 피부의 진피기질을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다. 히아루론산은 체내에서도 합성되지

만, 나이가 듦에 따라 합성량이 감소한다. 피부에서

의 히아루론산량의 저하는 피부의 노화, 탄력성·유

연성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피부에 윤기를 주는 제품을 다수 출품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미용식품용도로서도 기대되는 가운데 고

농도제품에서 저농도제품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수요도 안정화되어 있다.

큐피는 鷄冠에서 추출한 고농도 히아루론산 소재

의 최대 판매기업으로 화장품에서부터 보조제 등의

식품용도에서도 높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업연구소, 오사카외대건강관리센타, 종합의과학연

구소가 공동으로 [건조피부에 대한 히아루론산 함유

식품의 임상효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임상결과를 보면 건조피부를 가진 22명을 대상

으로 고순도의 히아루론산 함유 식품을 6주간에 걸

쳐 섭취(240mg/ day)시킨 결과, 히아루론산의 장

기간 섭취로 피부의 보습과 윤기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용 히아루론산인 [히아루론산

HA- F]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紀文푸

드케미화가 취급하는 [히아루론산FCH]는 유산균의

일종을 발효시켜 균체외에서 생산시킨 것을 원료로

하고 있다. 스킨 케어용은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용도로 [히

아루론산FCH- A]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

습효과를 노린 미용 보조제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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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긴산의 整腸기능과 조합한 히아루론산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

산하려 하고 있다. 에루에스코 포레이션이 판매하는

[하이알루콜라겐]은 鷄冠에서 물추출한 저분자 히아

루론산제제(5%함유)이다. 화장품용도와는 다른 식품

용도로는 소화흡수를 고려하여 저분자의 것이 바람

직하고, 鷄冠중의 히아루론산과 콜라겐을 일정한 발

란스로 추출한 제품이다. 또한 사용하고 싶지만 가

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제안된 상

품으로서 건강·미용식품로서 안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3- 3.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동물의 대표적인 당단백질의 성분으

로서 프로데오글리칸 히아루론산을 축으로 콘도로이

틴 硫酸, 케라탄 유산, 헤파린, 헤파란 유산, 델마탄

산이 결합된 코아단백질의 집합체로서, 콜라겐섬유,

수분 등과 결합되어, 피부의 진피기질을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다.

지금까지 글루코사민은 변형성 무릅관절증에 대한

유용성, 연골손상에 대한 치료효과 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지만, 최근에 甲陽케미칼과 종합의

과학연구소의 연구에서 건조피부 개선에 있어 글루

코사민 염산염 섭취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글루코사민이 체내에서 진피의 주요성분인 하

이알루론산이나 콘드로이틴유산의 생성을 촉진시킨

다는 것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처음으로 경구섭취와 피부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32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글

루코사민염산염 1,500mg/ day을 섭취시켜 6주간

시험하였다. 평가방법은 수분계, 유분계, pH메타로

피부의 보수량, 유분량, 산성도를 측정함과 동시

에 현미경적 피부표면 해석기기를 이용해서 해석하

였다. 기계분석 결과와 의사의 진찰소견에 의해서도

글수코사민 염산염의 섭취가, 피부의 수분함량을 증

가시켜 피부에 매끄러움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3- 4. 콜라겐

콜라겐은 진피를 구성하는 대표성분으로서 잘 알

려져 있고, 그 補給에 따라 보습성을 향상시켜 피부

의 윤기, 매끄러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콜라

겐은 지금까지 소 유래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에 광우병 때문에 소에서 돼지로 전환되거나 생선

유래의 콜라겐 원료도 소개되게 되었다. 쿠로다제팬

의 생선유래 젤라틴, 콜라겐 파우다도 판매가 증가

하고 있다. 광우병이 대두되면서 쿠로다제팬의 유럽

공장도 생선 유래 제품의 제조가 중심이 되었다. 주

력제품인 생선 콜라겐 [바이코M]은 영양보조식품,

건강식품, 단백질보조를 위한 식품으로 수요가 널고

있다. 미용식품 소재와도 연관되어 앞으도 계속적으

로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伊藤햄이 판매하고 있

는 콜라겐 펩타이드[뮤코겐]은 소연골 유래의 콜라

겐으로, 뮤코다당류(콘드로이틴유산)을 다량 함유하

고 있는 것이 특징. 피부미용이나 관절의 염증개선

용으로서 보조제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일본햄은 닭

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 [C- LAP]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닭을 원료로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였는데 종래의 소나 돼지 유래의 것보다도 잡

냄새를 낮추었다. 이 콜라겐을 컨셉으로 한 드링크,

스프, 보조제 등으로 건강, 미용, 다이어트로의 이

용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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