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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식품

도 정 룡

전통식품연구단

Beauty Food

Jeong-Ryong Do

Traditional Food Research Group

서 론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가 2008년 현

재 2조 5천억 원에 이르면서 향후 3~4년 내에

성숙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기

능식품 가운데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미용기

능식품 분야는 이제 도입기에 접어들고 있다.

미용기능식품은 피부에 좋은 보조식품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 섭취를 통해 안에서 피부를 가

꾸어 주는 효능을 나타내는 식품을 말한다. 기

존의 화장품과 달리 섭취를 통해 피부미용 효

과를 나타내므로 Inner Beauty용 먹는 화장품으

로 알려져 있다. 이 분야는 최근에 새롭게 성

장하는 분야로서 일본과 유럽에서 매년 20%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07

년 전체 기능성 식품 1조 5천억 엔의 시장규모

에서 약 10%를 미용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

국의 경우 2007년 약 125억 달러로 추정되는

영양보조제 시장의 5%가 미용식품으로 분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도 수년전

부터 미용기능식품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등과 같은 기존의 화장품

회사를 비롯하여 CJ, 롯데 등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회사 등이 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

는 추세이다. 피부미용 효과에 맞춘 미용식품

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1조 5천억 원의 건

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 100억 원 정도로 업계

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나 시중에서는 다양한 경

로로 유통되고 수입제품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

모는 4~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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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추세로 볼 때 향후

미용식품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은 네슬

레와 함께 유럽시장에서 피부노화를 막아주는

‘이네오브 페르메트’를 출시하는 등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의 시세이도는 ‘뷰티

푸드’라는 먹는 화장품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체에서도 V=B프로그램으

로 생명력이 곧 아름다움(Vitality is just Beauty)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속이 아름다워

야만 겉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너 뷰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소망화장품

과 광동제약은 최근 먹는 화장품을 출시, 관

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식품소

재 산업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

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경

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산학연의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 및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적 필요성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는 그 동

안 암, 비만, 당뇨, 고지혈 등의 신체건강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미용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

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

서는 나노 기술과 접목한 먹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칼피스사와 오카야마대

학에서는 젖산균에서 멜라토닌 조절기능과 피

부보습효과 및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의 에

이트리엄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는 해양천연물

추출 갈락탄을 이용한 피부 항노화 연구를 진

행 중이고, 일본 시세이도에서는 식물 추출물

을 이용하여 피부탄력 증진 효과를 확인하고

임상 실험중이다. 식품의 노화억제 효과에 대

한 연구 영역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 아

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용증진식품에 대한 연

구가 시기상 매우 긴요하다.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미용식품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육체의

노화는 유전적 및 민족적 차이가 있고 식문화

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통식품 및

소재의 미용활성효과의 구명이 필요하다. 육체

의 노화 문제는 식품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또한 좋지 않은 식습관은 신체노화 유발

및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연구보다는 주요 미용식품에 대한 총

체적인 대형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구 성과 및 파급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경제·산업적 필요성

최근 사회의 고령화와 복잡화로 인하여 우울

증,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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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중추신경계 의약품

의 시장 규모는 940억 달러(17%)로 전체 의약

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 우울

제는 중추신경계 의약품 중 가장 높은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 세계 의

약품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

였으며, 수면제의 경우는 2005년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4년 대비 19%의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보였고 향후 가장 큰 폭의 성장

이 예상된다. 미용식품 관련 시장의 비중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약품 시장 동

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기능성식품 시장의 특

성상 향후 미용 기능성식품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1. 세계 식품산업에서 미용식품 시장의 확대 

최근 미용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용식품

은 유망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

싱킹(Well-thinking) 문화의 확산으로 식품 섭취

를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식품 동향 분석

회사인 Sloan Trends & Solutions에서 2007년

세계 400대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

발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용식품이 주

요 핵심제품군으로 등장하였으며,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용식

품의 출시가 활성화되고 있어 미용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미용식품 시장의 선점이

필요하다. 연간 3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능성 skin care 소재의 국제적 시장수요 및

잠재적 국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국내 미용식품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벤처 기업

이며 미국 항노화학회와 기술을 공유한 굿젠은

고기능 화장품인 미백제품과 주름개선에 도움

을 주는 제품을 식약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출시하게 되어 기미, 잡티 및 주름으로 고민하

는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중앙경

제신문, 2008. 10. 29). 국내 미용식품 시장이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도달

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미용에 관심이 많

은 잠재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

내에서도 미용식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국내 미용식품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선진국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중

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국내 식품산업의 특

성상 관련 연구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미용식품에 대한 연구가 현

실적으로 어려워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의 수행이 필

요하다. 

사회·문화적 필요성

산업사회의 발달 및 경제발전에 의해 건강·

장수는 인류 공통의 실현가능한 꿈이 되었으

며,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한 삶의 유지기간 극

대화는 건강·장수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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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되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미용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형 등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용식품의 개발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미용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식품과 미용의 상관성 연

구 및 안전한 기능성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및 

국고지원 필요성

1.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미용식품 연구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의 ‘신

성장 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

업창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식품산업 육

성’과 직접적으로 부합된다. R&D사업 Total

Roadmap(과학기술부, 2007)의 생명분야 7개 특

성화기술 중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화 가공 및

생산기술’과 직접적으로 부합되며, 특성화후보

기술에서는 ‘생물 소재 및 공정 기술’이 가장

밀접하게 부합되며, 국가과학기술지도(NTRM)

의 비젼 II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에서 제시된

19개의 핵심기술 및 미래유망기술21의 ‘고부가·

친환경 생물자원기술 및 생물기능 신소재·의

약품 생산기술’과도 부합된다.

2. 국고지원 필요성

국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좀 더 젊게 사는 것

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매우 높

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안전하고 부

작용이 거의 없는 식품을 통하여 미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본

연구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타당성은

매우 높다. 미용식품 증진을 위한 식품연구는

정밀한 실험장비와 연간 수십억 원의 높은 연

구비가 소요되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현 상

황에서 본 사업을 정부수탁으로 수행할 만한

연구재원이 없어 정부부처의 단일사업 규모로

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미용 관

련 연구는 식품학, 의학, 생물학 등 학제간 연

계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다학제 및 융합 분야

로 많은 전문 인력과 연구비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과 달리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국내의

민간부분에서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 현실적으

로 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의 장

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피부미용

및 두피 관련 연구수준은 선진국 대비 70%의

수준으로 약 10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고, 선진국들의 미용식품에 대한 투자 동향

을 볼 때 향후 급격한 기술격차가 예상되고 있

어 빠르고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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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황 

1. 해외 연구동향

일본 고세에서 출시된 쌀을 젖산 발효한 원

료는 보습소재로서의 기능이 우수하고, 쌀과 젖

산균이라는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갈조류의 점질 성분의 일부가 알긴

산인데, 알긴산은 D-mannuronic acid와 L-

guluronic acid의 중합체인 다당류인데, 화장품

에서는 점액을 증가하는 증점제로서 세발제, 로

션, 크림, 치약, 연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

의 시세이도는 ‘뷰티 푸드’라는 먹는 화장품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적인 화장품 업

체인 로레알은 네슬레와 함께 유럽시장에서 피

부노화를 막아주는 ‘이네오브 페르메트’를 출시

했다. 일본의 칼피스사는 오카야마대학 등 대학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로 Lactobacillus helveticus

CM4주의 발효유에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

토닌 조절 기능과 피부의 보습 효과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 약학회에

서 발표했다.

2. 국내 연구동향

우리나라에서 자체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는 화

장품 원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원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산물과 자원을 활용하여 부

가가치가 높은 화장품 소재와 기능성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망화장품과 광동제약이 약 2년 전부터 먹는

화장품을 출시,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태

평양은 V = B프로그램으로 생명력이 곧 아름다

움(Vitality is just Beauty)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를 내걸고 속이 아름다워야만 겉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너 뷰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 제주지역 감귤류 추출물 43종 63

점의 미백효능 in vitro 시험을 통해 미백효능

이 우수한 3종(미숙성 온주밀감, 진지향, 팔삭)

의 candidate를 도출하고 3종의 candidate를 대

상으로 미백효능 in vivo 시험을 수행하여 우수

한 미백효능을 확인했다. 기미나 노인성 검버섯

을 일으키는 물질인 melanin의 생합성에는 인

체 내에서 tyrosinase라는 한 가지 효소만이 관

여하는데, 이러한 tyrosinase 활성 저해능을 탐색

한 결과 홍고추, 무, 표고버섯, 4-hexylresorcinol,

L-cystein, glutathione, kojic acid 등이 80% 이

상의 높은 저해능을 보였다. 동양의서에서 탈모

예방 및 발모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전통

한방 흑색식품(검정참깨, 검정쌀, 검정콩, 미역,

다시마 등)으로 구성된 발모제조성물과 혈행정

화 효과가 있는 버섯균류를 접종시킨 기능성 원

료 조성물을 특수비율로 배합한 발모식품이 개

발되었다. 두피에 과산화지질이 많이 생기면 모

근이 모낭을 뚫고 나오기 어려워 탈모가 진행되

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산도라지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금은화, 타닌성분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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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녹차 등을 혼합하여 항산화작용을 통한 두

피와 혈관 속에 있는 과산화지질을 분해하는 역

할을 해 탈모예방과 발모촉진을 하였다.

파급효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의 미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은 초기단계로 본 연구사업의 수행시 세계 G7

및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

다.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

해 맞춤형 미용식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우리

전통식품 및 소재의 미용 기능성 입증을 통한

우수성 홍보가 가능하다. 본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식품과학 및 피부미용 기술을 중심으로

BT, IT, NT가 융합될 수 있어 관련 분야에 큰

기술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

분야에서 미용식품은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연구 수행시 국내 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세계 식품산업의 선도가 가능하다. 본 연구

사업의 수행을 통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자체적

으로 미용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기반의

마련이 가능하다. 미용식품의 빠른 성장세로 볼

때 매년 1,350억 원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과 미용과의 상관성

구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미적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서 활발하고 긍정적

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

한 노인의 자신감 증진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

력 향상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미백식품 개발 

1. 연구 배경

Melanin은 태양광선 중 유해한 자외선으로부

터 생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동물, 식

물 및 미생물에 널리 존재하는 페놀류의 고분

자 물질로 자외선, 건조, 극한온도 등에 대한

생존 능력을 높여주지만, 과도한 melanin 생성

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형성하고 피

부노화를 촉진시키며, 악성 흑색종의 피부암 유

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멜라닌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

이어서, 일단 생성된 색소는 피부에 커다란 손

상 없이 단기간에 분해하여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 및 치료하기 위

한 방법으로 피부 미백제로서 멜라닌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의학계나

화장품업계에서는 melanin 과잉생성을 억제하

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까지 알려진 tyrosinase의 저해제로 hydroquinone,

4-hydroxyanisole, ascorbic acid, kojic acid,

azelaic acid, corticosteroids, retinoids, arbutin

등이 있으나, 피부 안전성, 제형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제한된 양만 사용되고 있다. 천연생물

소재를 이용한 피부미용식품의 개발에 있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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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자체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는 천연생

물 소재 및 화장품 관련 소재, 제형개발 기술

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아직 미

미한 수준이다.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경

쟁력이 있는 천연소재 및 제품생산을 위해 다

양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국 기술대비 한국 기술수준의 특징은

downstream 기술에서는 60% 이상의 수준을 보

이고 있다. upstream 기술, 핵심기술에서는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식품 및 화장품

기능성소재 산업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매

우 취약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산학연의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 및 네트

워크가 필요하다.

2. 국외 연구 동향 

Melanin은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는 melanocyte

의 세포내 melanosome에서 tyrosinase 효소의

연속적 산화반응으로 생합성 되어진다. Tyrosinase

는 melanin 생합성과정의 key enzyme으로 페놀

화합물을 기질로 이용하는 구리 함유 효소이다.

Tyrosine은 tyrosinase에 의하여 L-3,4-dihydroxyl-

L-phenylalanine (L-DOPA)로, L-DOPA는 dopa-

quinone으로 산화가 되고 이것이 다시 5,6-

dihydroxy indole, indole 5,6-quinone으로 산화

되어 최종적으로 중합에 의해 melanin이 생합

성 된다. 일본의 칼피스사는 오카야마대학 등

대학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로 Lactobacillus

helveticus CM4주의 발효유에 생체 리듬을 조

절하는 멜라토닌 조절 기능과 피부의 보습 효

그림 1. 피부미백 증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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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 약학회에서 발표했다.

3.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도 의학계나 화장품업계에서는 melanin

과잉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상백피,

오배자, 감초, 녹차, 석이, 송이, 치자, 쑥, 앵두

등 천연물로부터 tyrosinase 효소활성 저해연구

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제

품으로 상용화 되어 있다. Mushroom tyrosinase

와 L-2,3-dihydroxyphenylalanine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tyrosinase 활성 저해를

탐색해본 결과, 엽경채류의 경우 무순, 레드치커

리, 냉이, 쪽파, 브로콜리, 꽃양배추, 근채류, 버

섯류 및 다류에서는 무, 마늘, 팽이버섯, 표고버

섯, 느타리버섯, 녹차, 홍차가 50% 이상의 저해

능을 보였다. 과채류의 경우 홍고추, 모과, 아보

카도가 있으며, 약용식물류에서는 오매, 계피, 복

분자, 상백피, 측백엽, 갈근, 작약, 산사자가

tyrosinase 저해 활성이 50% 이상을 나타내었다.

피부탄력 및 주름개선식품 개발 

1. 연구 배경 

피부노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로서 세월

이 흘러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을 말

한다. 두 번째는 광노화(photoaging)로서 오랫동

안 햇빛에 노출된 얼굴, 손등, 목뒤 등의 피부

에서 관찰되는 노화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내인

성 노화 현상과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합쳐진

결과로 발생한다. 광노화 현상은 자외선의 노출

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는 피부노화 현상이다.

내인성 노화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서

주로 관찰된다. 임상적 특징은 비교적 경미하

며, 잔주름, 피부 건조증, 탄력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광노화의 임상적 특징은 내인성 노

화에 비하여 심하고, 일찍부터 관찰된다. 내인성

노화에 비하여 굵고 깊은 주름이 발생하며, 잔

주름도 많이 발생한다.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불

규칙한 색소 침착이 발생하며 일광흑자(solar

lentigo)등의 색소질환이 증가한다. 피부가 매우

거칠고, 건조해지며, 탄력성이 감소하여 심한 경

우 피부가 처지게 된다. 주름살의 원인 첫 번째

는 얼굴에 존재하는 근육의 분포와 근육의 움직

임에 따라 주름이 발생하게 된다. 항상 얼굴에

짜증이 섞여 있는 표정을 짓는 경우에는 이마에

내천(川)자의 굵은 주름이 생기며, 항상 웃고 있

는 얼굴에는 눈 주위에 잔주름이 많은 경향이

있다. 주름살의 원인 두 번째는 유전적 소인이

얼굴의 주름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종에 따

라 주름살 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서양인

에서의 주름살과 한국인에서의 주름살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다. 한국인에는 서양인에

비하여 굵은 주름살이 생기는 경향이 있으며, 주

로 이마, 눈 주위, 입 주위에 굵은 주름살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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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다. 반면에 백인에서는 굵은 주름살보다

는 이마와 뺨에 잔주름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

인에서도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하여 주름살이 많

아 더 늙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또한 노인이

되어도 주름살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아직

까지 피부주름살과 연관된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주름살의 원인 세 번째는 태양광선에 포함된 자

외선이 피부의 주름살을 유발시킨다. 얼굴과 같

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된 피부에는 주름살

이 더 굵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외선

이 주름살을 유발하는 이 의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자외선에 의해 교원질 및

탄력섬유 등의 기질단백질이 손상되어 피부 내

교원질의 양이 부족해지고, 탄력섬유가 변성되

어 주름살이 유발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인 피

부에서 교원질 양이 감소되어 있고, retinoic acid

치료 후 주름살 호전과 함께 교원질 양이 증가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진피 내 교원질의 결핍

이 주름살의 주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자외선

에 오랫동안 노출된 피부(광 노화된 피부)에서

의 심한 교원질 감소가 주름살의 주원인이라

면, 자외선이 교원질 합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

면 자외선을 사람 피부에 조사하면, 신호전달 경

로를 거쳐 교원질의 합성이 감소되고, 교원질을

비롯한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분해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알려졌다. 주름살의 원인 네 번째는 여성의 경

우 폐경 이후에는 주름살이 더욱 많이 발생하며

폐경 이후 estrogen을 복용하는 여성에서는 복용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주름살의 발생이 감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폐경 이후의 estrogen

감소가 피부의 주름살을 악화시킴을 알 수 있으

며, estrogen 이외의 다른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피부 주

름살의 정의는 피부의 장력과 탄력이 떨어져 생

기는 피부의 겹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는 가느다란 잔주름이 지지만, 차츰 크고 깊은

주름이 된다. 진피의 세포외 기질단백질의 특성

과 양의 변화에 의하여 피부의 탄력성을 비롯한

물리적 성질이 변하거나 수분 및 피하지방의 감

소에 의해 주름살이 형성되며, 20살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나이와 함께 점차 심해진다. 생명

공학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피부세포의 분화,

노화현상, 인공피부의 개발 등 피부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천연 화장

품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천연생물원

료로서 최근 웰빙 경향에 따라 천연자원을 이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되어있어 현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특히

고기능성의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국내 화장품 원료개

발의 주요한 부분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2. 국외 연구 동향 

최근, 토마토 섭취가 자외선 차단과 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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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노화가 유발될 수 있는데, 토마토에

함유된 항산화제 라이코펜(lycopene)은 자외선

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맨체스

터 대학 레슬리 로즈 교수는 토마토를 섭취하

면 피부의 프로콜라겐(procollagen) 수치를 높여

피부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

혔다. 해로운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

지하기 위한 성분들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E,

superoxide dismutase, 녹차 추출물(플라보노이

드) 등을 화장품에 응용하고 있다. 타임지가 선

정한 노화 방지 식품 10가지 가운데 하나인 녹

차는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

화물질 중 대표적인 비타민 C가 많으면, 이보

다 항암, 항균작용이 40~100배 강력한 카테킨

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한다. 

3. 국내 연구 동향 

피부 탄력 증가와 피부노화 억제 효과를 갖

는 원지·길경·병풀을 함유한 화장료 조성물

이 피부 탄력 회복에 중점을 둔 세포 재생의

개념으로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는 목적으로 개

발됐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

는 것을 막기 위해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콜라겐과 E.G.F를 함유해

피부 겉과 속의 탄성을 강화시켜 탄력 있는 피

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호박씨의 유효성

분은 주름살과 기미 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

그림 2. 일본에서 2,000억 규모로 판매되는 피부탄력소재인 N-acetylglucosamine



식품기술

도 정 룡

440

그림 3. 국내에서 생산되는 NAG의 피부탄력효과

그림 4. 피부탄력 및 주름개선 증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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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여성의 얼굴색을 불그스레하게 만들

어 주며, 호박 속을 파내어 세안을 하면 피부

를 부드럽고 희게 하며 윤택하게 하며 또한 주

름살과 기미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국내에

서 갑각류에서 분리한 키틴을 효소분해하여 생

산된 NAG(N-acetyl glucosamine)는 피부탄력,

유연성, 보습효과가 있다.

탈모예방 및 발모촉진식품 개발 

1. 연구 배경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은 부신 피질 및 성선

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며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

스테론(testosterone)과 DHT(dihydrotestosterone)

이다. 5α-reductase에는 2종류(제1형, 제2형)의

동종효소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testosterone을

DHT로 변화시키는 효소이다. 제1형은 피지선,

표피 및 모낭의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s), 모

유두세포, 땀샘에 주로 분포하며 제2형은 두피

모낭의 모근초(root sheaths), 부고환, 정관, 정낭

(seminal vesicle), 전립선, 태아 생식기의 피부

에 주로 분포한다. 1형, 2형 모두 남녀 안드로

겐성 탈모증 환자의 외측 모근초(outer root

sheath)에서 5발현되며 5α-reductase 제2형이 선

천적으로 결핍된 사람에서는 안드로겐성 탈모

증이 발생되지 않거나 앞이마선이 뒤로 조금

후퇴하는 정도가 된다. Testosterone은 근육 양

증가, 음경 및 음낭의 성장, 음성 변화, 남성화

음모와 겨드랑이 털, 정자 형성을 관여하고

DHT(dihydrotestosterone)는 전립선의 성장, 여드

름, 성모 성장(가슴, 수염, 팔다리, 몸통, 외측

귀, 코털), 안드로겐 탈모증을 일으킨다.

Testosterone은 남성화, 정자 형성과 같은 정상

적인 남성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DHT는 태아기

때의 생식선 생성을 제외하고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DHT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드름, 다

모증, 안드로겐 탈모증 등의 여러 질병을 발생

시키므로 의학계에서는 5α-reudctase 효소를 억

제하여 DHT 생성을 막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5α-reductase 제1형과 제2형 모두 모낭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동종효소들을 억제하면

안드로겐 탈모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지선과 표피, 땀샘에서는 DHT 형성에

5α-reductase 제1형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여드

름 같은 경우는 특이적으로 제1형 5α-reductase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지선은 피

부의 표면과 머리에 기름을 공급하는 피지를

만드는 장소이고 피부의 전피층 상부에 위치하

며 모낭과 연결되어 있다. 피지선은 손바닥, 발

바닥을 제외한 몸 전체 피부에 분포하며 머리

와 얼굴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피지선에서 제

1형 5α-reductase 환원효소가 분비된다. 이 효소

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5α-DHT로 환

원시켜, 모 기질세포의 분열을 억제시켜 모발의

생성을 막는다. 피지선이 비대해지고 기능이 활

발하면, 모발의 표면에 잔비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환원효소의 분비도 증가하여 모발의

발육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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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들의 피지선은 대체로 비대한 반면 비

정상적으로 털이 많거나 다모증인 사람들의 피

지선은 정상이거나 정상인보다 다소 작다고 볼

수 있다. 남성 호르몬과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안드로겐 탈모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약 50%

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40~50% 대에 시작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심한 경우는 사춘기 직

후에 시작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여

러 종류의 안드로겐이 신체 특정 부위에 있어

탈모와 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안드로겐 탈모

증에서의 탈모는 DHT 의존성이며, DHT는

testosteron으로부터 5α-reductase 작용에 의해 생

성된다. 안드로겐 농도가 증가하면 모발은 모발

유전 정보의 통제 하에서 더 많은 모발을 성모

가 되도록 자극한다. 안드로겐에 의존하여 성장

하는 모발의 대표적인 것이 남성에서 안면의

턱수염과 콧수염이다. 대표적 안드로겐인 테스

토스테론은 모낭세포 내에서 5α-reductase 효소

에 의하여 DHT로 환원되어 세포내의 수용체에

결합되고 이것이 핵 내로 운반되어 DNA와 결

합됨으로써 세포 단백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5α-reductase 효소의 활성도가 높고

DHT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의 두피에서

남성형 탈모증을 일으킨다. DHT는 많은 양이

5α-reductase라는 효소에 의해 머리에서 생산된

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모낭에서 DHT가 작용

하게 되면 모낭은 점점 위축되고 머리카락은

짧아져서 결국에는 모낭이 수축되고 퇴화하게

된다. 탈모예방과 발모촉진을 위한 식품의 소재

의 개발은 고기능성의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는 국내 화장품 원료개발의 주요한

부분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2. 국외 연구 동향 

DHT 억제제는 5α-reductase와 테스토스테론

의 결합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로

Propecia, Dutasteride, Revivogen, Crinagen,

Progesterone Cream, Xandrox 등이 있다. 성장

촉진제는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 없이

인위적으로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제로

써 비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성장 촉진제

는 사실상 대머리 부위를 미용적으로 바꾸어

주는 아주 성공적인 방법이다. 그 예로 미녹시

딜, Revivogen, Tricomin, Folligen, Proxiphen,

Nano Shampoo, Retin-A 등이 있다. 

3. 국내 연구 동향 

한방에서 탈모는 신장기능이 허할 때 일어난

다고 보는데, 검정쌀과 검은깨에는 간세포의 활

성화를 돕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고, 검은콩

에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

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있다. 동양의서에서

탈모 예방 및 발모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전통 한방 흑색식품(검정참깨, 검정쌀, 검정콩,

미역, 다시마 등)으로 구성된 발모제조성물과

혈행정화 효과가 있는 버섯균류를 접종시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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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원료 조성물을 특수비율로 배합한 발모식

품이 개발되었다. 두피에 과산화지질이 많이 생

기면 모근이 모낭을 뚫고 나오기 어려워 탈모

가 진행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산도라지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금은화,

타닌성분이 함유된 녹차 등을 혼합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한 두피와 혈관 속에 있는 과산화지

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 탈모예방과 발모촉진

을 하였다. 2004년에 또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제인 아보다트(Avodart)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

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여, 테스토스테론을 DHT

로 전환시키는 5α-reductase의 제1형과 제2형

동질효소를 억제하는 5α-reductase억제제이다.

솔잎, 하수오, 흑임자, 당귀, 생지황, 측백엽 등

의 다양한 한방성분 추출물을 혼합하여 탈모를

고민하는 환자의 임상을 바탕으로 먹는 두피관

리 제품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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