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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웰빙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고품

질 제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화장품 시장에서도 cosmeceuticals

이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게 되었다. Cosmeceuticals

란 Albert Kligma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화장품

(cosmetics)과 약(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의 약학적 치료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된다. 약과 cosmeceuticals의 차이점은 

전자는 생체 조직에 대해 생물학적 효능(biologic ther-

apeutic benefit)을 갖으나 후자는 생물학적 치료 효능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cosmeceuticals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증명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이다(1,2). 따라서 cosme-

ceutical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리콘 피부 모형

을 이용한 in vitro 연구가 대부분이고 화장품 회사의 자체

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임상 연구가 최상의 연

구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cosmeceutical의 

소재들은 대부분 식물 기원의 기능성식품 소재로 소비자

들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맹신하고 있어 cosmeceutical

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정보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cosmeceuticals은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형태의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부에 도포와 함께 

cosmeceuticals 소재의 섭취를 병행하여 경구로의 흡수율 

증가를 꾀하고 있다. 소재에 따라서는 경피 흡수보다는 

경구 흡수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으며 특히 손상된 피부 

세포의 구성 성분의 복구에 있어서는 식품을 통한 영양 

성분의 공급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구를 

통해 피부의 개선을 도모하는 식이 기능성 화장품(oral 

cosmeceuticals)은 화장품 산업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3). 특히 여러 가지 

cosmeceuticals 소재가 피부 손상 특히 노화의 주요 원인

인 활성 산소(active oxygen)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에 대해 피부 개선 효과가 있음이 증명

되면서 대부분 식이 화장품은 항산화 기능을 기본으로 효

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화장품 시장에 나와 

있는 항산화 식이 화장품 소재에 대해 각 소재의 항산화 

작용과 피부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항산화 식이 화장품 소재

피부는 다량의 산소와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어 활성 산

소를 생성하는 광화학적 반응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활성 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지질 과산화, 간질 성

분을 파괴시키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화,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사슬 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 결합, 

히아루론산 사슬의 절단, 멜라닌 형성 반응 촉진, DNA 

산화 등과 같은 생체 구성 성분들의 손상을 야기하고 결국

에는 탄력 감소, 색소 침착, 주름 형성 등의 피부 세포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4). Harman(5)은 “노화의 유

리 라디컬 이론(free radical theory of aging)”을 1956년에 

제안하여 피부 노화에 대해 활성 산소의 유해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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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오늘날 이것은 노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유리 라디컬

은 산소로부터 생성된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진 매우 

반응성 있는 분자로 여러 가지 세포 구조에 손상을 주며 

또한 염증 반응을 야기하는데 이는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생체 뿐만 아니라 피

부에서 유리 라디컬을 포함한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시

키는 동시에 피부에 유해한 과잉의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체내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C, 비타민 E, gluta-

thione, ubiquinone 등 비효소적 항산화 분자로 이루어진 

내재적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6). 이러한 방어 기작 

중 일부는 자외선이나 노화에 의해 억제된다. 항산화제는 

유리 라디컬을 중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부 손상과 

노화 과정의 일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 

비타민 A

비타민 A는 tretinoin을 함유하고 있는 retinoid 계열의 

물질로 광손상과 여드름 치료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피

부에 도포하면 콜라겐 생성을 증가함으로써 잔주름을 예

방할 수 있다. 비타민 A는 표피의 수분양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하면서 세포 재생을 돕는다. 비타민 

A는 또한 멜라닌 생산을 방해하여 콜라겐 파괴에 관계

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을 억제시킨다. 

비타민 A는 tretinoin보다 효과는 미약하지만 덜 자극적

이다(7).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B 복합체 중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는 nia-

cinamide(비타민 B3)와 panthenol(프로 비타민 B5)가 있

다. 비타민 B의 기전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타민 

B 복합체는 여드름, 상처, 수포성 유천포창(bullous pem-

phigoid) 치료나 광발암 현상(photocarcinogenesis) 예방 

작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Niacinamide는 NAD(P)의 

환원형으로 가능한 항산화제인 NAD(P)H의 전구체이다. 

전형적으로 niacinamide는 keratinocytes에 대해 항암작

용을 갖으며 in vitro에서 UVB에 의한 광발암 현상을 억

제한다(8). Niacinamide는 케라틴 등 표피 단백질 뿐 아니

라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증가에 의해 야기되는 표피의 지

방 방어막 성분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경피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niacinamide는 섬유

아세포에 의해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melanosome이 melanocytes에서 keratino-

cytes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피부의 멜

라닌양을 감소시킨다. 또한 단백질의 산화적 당화를 억제

하며 전체적으로 niacinimide의 사용은 피부톤과 결을 향

상시키고 잔주름을 감소하며 과색소 침착(hyperpigmen-

tation)을 완화시킨다. 또 niacinamide은 피부 자극이 적은 

장점이 있다(9). Panthenol은 수용성으로 피부층을 관통

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방 생합

성의 보요소인 pantothenic acid의 전구 물질로 지방 합성

을 촉진시켜 피부 방어막 기능을 향상시킨다. Panthenol은 

또한 상처를 치유시키기 위해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표피

의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를 향상시키며 항염증 반

응과 피부 가려움 완화(antipruritic) 효능이 있다(10). 

비타민 C

비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광보호 효능과 항산화 

효능이 있다. 한 연구에서 10% 비타민 C와 7% tetrahex-

yodecyl ascorbate을 polysilicone gel, Fitzpatrick, Rostan

과 비교한 결과 볼과 입 주위에 광노화 현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UVA와 UVB 조사

시 나타나는 홍반과 일광화상 세포(sunburn cell)를 감소

시킴으로써 광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비타

민 C는 UV에 의한 활성 산소 제거 작용으로 “after-sun”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grenz zone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타입 I 콜라

겐의 mRNA을 증가시킨다(12). 동시에 기작이 정확히 밝

혀지진 않았지만 엘라스틴 합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로 인

해 광노화 피부의 일광탄력섬유증(solar elastosis)을 완화

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C는 tyrosinase의 작용

을 억제하고 melanogenesis을 감소시키며 이는 흑색종

(melanoma)과 흑자(lentigines)를 향상시킨다. 또한 임상 

연구 결과 주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드물

지만 경우에 따라 화끈거림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피부 뿐 아니라 야채, 

씨앗, 고기 등 여러 식품에 존재한다. 비타민 E는 지용성으

로 복용시 지방의 과산화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한다. 비타

민 E는 UV 노출 후에 피부 착색 현상을 감소시키고 유리 

라디컬을 중화시키며 또한 습윤제로 작용한다. 비타민 C

와 E의 복합은 항노화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에 강화 효과

를 나타낸다(14). 동물 실험 결과 비타민 E는 일광화상 

세포를 줄이고 자외선에 의한 광손상 및 광발암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광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인체에 있어 

5～8% 비타민 E 함유 크림을 얼굴에 도포했을 경우 대조

군에 비해 광노화 현상이 향상되었다(15). 또한 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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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UV 조사전에 도포했을 경우 엘라스틴 분해 작용을 

하는 metalloproteinase와 metalloelastase이 감소되었다. 

비타민 E는 경우에 따라서 피부염과 같은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lpha lipoic acid(ALA)

ALA는 식물과 동물의 미토콘드리아의 lipoamide를 합

성시키며 활성 산소 제거제로 작용하고 금속의 킬레이터

로 작용한다. ALA은 비타민 C, 비타민 E, glutathione, 

ubiquinol과 같은 내인성 항산화제의 재생을 돕는다. ALA

은 수용성인 동시에 지용성으로 친유성의 세포막을 통과

할 수 있으며 수용성으로 세포내 메트릭스에 존재한다. 

분자는 지방의 과산화를 방지하고 항염증성 특성이 있으

며 각질 제거제로 작용한다. 5% ALA를 12주 동안 매일 

2번씩 도포할 경우 피부 거칠음과 잔주름, 흑자가 감소되

었다는 보고가 있다(16). 

Coenzyme Q10(CoQ10 or ubiquinone)

CoQ-10은 생선, 조개 등과 같은 식품에서 뿐 아니라 

인체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의 성분으로써 

세포내에서 발견되는 지용성 항산화제이다. 이것은 ad-

enosine triphosphate(ATP) 생산에 필수적으로 체내 에너

지 요구의 95% 이상이 CoQ-10에 의해 생산되어 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CoQ-10은 혈액 세포막안의 

지방 과산화물을 억제한다(12). CoQ-10은 in vitro에서 눈

가의 잔주름을 감소시켰다. In vitro 연구에서 CoQ-10은 

UVA 조사후의 collagenase의 발현을 감소시켰다(18). 

CoQ-10의 인체의 피부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CoQ-10은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항산화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CoQ-10에 의

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Idebenone

Idebenone은 CoQ-10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CoQ-10

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임상 연구에서 

광손상에 의한 피부 거침과 건조함, 또 잔주름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증명되었다(19). 그러나 주름에 대한 효과는 대

부분 수분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Idebenone

을 함유한 화장품으로부터 피부염을 일으킨 많은 예가 보

고되어 민감한 피부는 사용에 주위가 필요하다(20).

Lycopene

Lycopene은 붉은 과일과 채소안에 존재하는 carotenoid

로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동물 실험에서 광발암 현상

에 대한 효과가 증명되었다. 임상 연구 자료가 거의 없으

나 lycopene은 현재 많은 피부 제품에 함유되어 상용화되

고 있다(21). 

Silymarin

Silymarin은 milk thistle 식물 Silybum marianum로부

터 유래된 것으로 천연 polyphenolic flavonoid이다. 이것

의 주요 성분인 silybin은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in vivo 

연구에서 UV 조사 즉전이나 즉후의 silybin 적용은 광보

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22). 

Resveratrol

Resveratrol은 포도, 땅콩, 과일, 와인 등에서 발견되는 

polyphenolic phytoalexin 성분이다. In vitro와 in vivo 연

구에서 resveratrol은 UVB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와 피부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4). Resveratrol은 

항노화 효과를 주장하며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만 인

체에 대한 resveratrol의 효과는 아직 연구되어야 할 부분

들이 많다. 

Genistein 

Genistein은 UV에 의한 산화적 DNA 손상 억제 효과가 

있는 콩으로부터 유래되는 isoflavone이다. Genistein은 

전형적으로 피부에도 도포하고 경구로 섭취하는데 UVB

에 의한 피부 광손상에 대해 보호 효과가 있다. 임상 실험 

결과 국소 도포시 피부 노화 및 UVB에 의한 광발암 현상

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현재 

genistein은 많은 수분 크림, 썬 크림 등 스킨 케어 제품에 

항노화와 관련해서 많이 함유되어 있다.

녹차

녹차는 Camellia sinensis로부터 추출한 항산화제로 매

우 인기 있는 음료로도 유명하다. 녹차의 polyphenols은 

항산화 작용 뿐 아니라 항염증 및 항암 작용이 있다. In 

vivo 연구에서 녹차의 polyphenols는 마우스에 있어 met-

alloproteinases 효소 작용을 감소시키며 광발암 현상을 억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사람에게서 UV에 의한 홍반

과 일광화상 세포, 면역 억제(immunosuppression)와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27). 임상 실험이 매우 제한적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는 녹차 함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음 그림은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차관련 미용

식품이다.

포도씨

포도씨는 flavonoid계에 속하며 항산화제로 강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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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컬 소거능이 있는 proanthocyanidins에 많다. 포도씨 

추출물은 비타민 C와 E보다 유리 라디컬에 대한 강한 소

거능을 보인다(28). 포도씨 추출물에 의한 광보호의 항산

화 기전이 Mantena 등(29)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포도씨

는 UVB에 의해 유도되는 항산화 방어 성분이 제거되는 

것을 억제하며 인체내 광보호 현상을 강화시킨다. 이런 

이유로 항노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전형적으로 함

유되고 있다.

석류

석류 추출물은 씨앗, 껍질 등 Punica granatum 열매의 

여러 부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석류 추출물에는 주성분

인 당질을 비롯하여 piperidine alkaloid 성분과 tannin, 

isoquercetin 등의 polypphenol류, 유기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석류 추출물의 적용으로 생체내에서의 catalase, 

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효소 작용을 회복시킬 

수 있다(30). 석류씨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론

과 에스트라지올의 형태로 17 mg/kg 함유되어 있다. 석류 

추출물은 이와 같이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에스트

로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나

타낸다. 석류 추출물은 in vitro에서 UVA에 의한 광손상

을 개선시키고 UVB 조사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1,32). 현재 석류 추출물은 여러 가지 

화장품에 다양한 기능 향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Pycnogenol

Pycnogenol은 French maritime pine(Pinus pinaster)

의 추출물이다. 이것은 유리 라디컬 소거 작용을 하는 fla-

vonoids과 phenolic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Pycno-

genol 0.05～0.2% 적용에 의해 염증성 일광화상 현상의 

감소와 면역 억제 감소가 동물 실험 결과 나타났다(33).

CoffeeBerry® 

CoffeeBerry®(VDF FutureCeuticals)은 커피 식물인 

석류를 함유한 화장품

비타민을 함유한 음료 형태인 미용식품

Coffea arabica의 열매로부터 추출한 항산화제로 비타민 

C, 비타민 E, 녹차, 석류 추출물보다도 항산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감한 피부에 대해서도 자극이 없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에 CoffeeBerry® poly-

phenols 1% 함유한 제품이 처음으로 시장에 소개되었다. 

이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6주 동안 제품 사용시 잔주름 

및 과색소 침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4). 

결    론

활성 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유리 라디커 소거능 활성을 갖는 

항산화제의 체내 흡수 방식은 피부의 보호와 노화 억제를 

위해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기존의 피부에 직접 도

포하는 경피 흡수 방식에서 항산화제 함유 식품의 섭취를 

통해 경구 흡수 방식을 병행하여 화장품의 적용 폭을 넓히

고 있다. 이에 많은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 소재들이 항산

화 식이 화장품의 소재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이들 소재의 피부 관련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

거 제시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항산화 식이 화

장품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항산화 식이 화장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장품 시

장의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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