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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융합 천연물 유효성분 추출효율 및 기능증진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융합기술 활용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천연물 소재의 분자변환에 따른 유효성분의 추출효율

을 최적화하고 기능성이 증진된 생물소재 개발을 목표로 뷰티(메디컬화장품; 코스메슈티

컬)산업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에 따른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어코자 함

 방사선융합기술 적용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추출효율 증진 공전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 적용 천연물 분자변환 및 기능증진에 따른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후보물질 발굴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추출효율 증진 공정개발 및 생리활성 기능 평가

 방사선융합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추출수율(방사선 조사 전후) 평가

 방사선융합 천연물 소재 분자변환 신규화합물 형성기전 연구

 방사선융합 유효생물소재 항아토피(코스메슈티컬 소재 활성능) 기능증진 검증 연구(In 

vitro & In vivo)

 방사선융합 고기능성 유효생물소재 효능 및 독성학적 안전성 검증 연구

 항아토피 코스메슈티컬 시제품의 최종 효능 검증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우수한 기능성으로 주목 받고있는 다양한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추출효

율 최적화 및 기능성 증진 연구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웰빙시대에 떠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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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보건산업용 고기능성 및 메디컬(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방사선융합 고기능성 뷰티·보건산업용 고기능성 및 메디컬(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방사선융합 고기능성 뷰티·보건산업 소재 발굴(2건) 및 시작품 개발(1종)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융합기술 적용 기존의 기능성 소재 개발에서 탈피하여, 합성소재의 부작용을 보완하

고 생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생체 적합/안전성을 나타내는 신개념의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피부질환 치료 보조제로서의 역할까지 가능한 첨단기능성이 부과된 메디컬(코스메슈

티컬) 화장품 개발 가능

 방사선융합기술 활용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추출/분리/탐색 기술 및 생리활성 기능증진 연

구는 향후 방사선융합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선도할 것이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 

유용성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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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for Functional Enhancement and 

Extraction Efficiency of Natural Produc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cosmeceutical using radiation transform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beauty industry (medical cosmetic; 

cosmeceutical) based on radiation fusion technology (RTT;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 for improving function and production process of 

active ingredient of biomaterials.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for improving function and 

production process of active ingredient of natural biological materials

 Development of candidate active ingredients for high value-added cosmeceutical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pplied natural biomaterials active 

ingredient extraction efficiency improvement process and physiological test

 Evaluation of productive efficiency of radiation applied natural biomaterial 

active ingredient extraction 

 Analysis of structural modification of radiation applied active ingredient

 Atopic dermatitis evaluation (functionality of cosmeceutical material) of 

radiation applied active ingredient (In vitro & In vivo)

 Examination of radiation applied natural biomaterial safety and functionality

    Final validation study of prototype for atopic dermatiti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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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Improvement of functionality and extraction efficiency of natural biomaterial based 

on radiation fusion technology for suggesting high-valued beauty & 

drug/healthcare industry development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method applied high-valued beauty & 

healthcare material (2ea) and prototype (1ea)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functional and bio(cosmeceutical) cosmetics 

with minimal biologic side effects and biocompatibility/safety through source 

core technology for improving function and production process through 

structural modification of active ingredient of biomaterials based on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 (RTT)

 Application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based natural biomaterial active 

ingredient extraction efficiency and optimization of future original technology 

for raising bio-agricultural resource added values and related commercial 

product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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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 목적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천연물 소재 유래 유효성분 기능증진 및 생산기술을 최적화하여 고기

능성 생물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뷰티(코스메슈티컬) 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에 따른 국민보건 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어코자 함.

최근 우수한 기능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생리활성(피부친화 및 기능

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고기능성 향장소재로써의 가치와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RT; Radiation Technology)/생명공학(BT; Bio Technology) 융합기술을 활용한 방

사선 분자변환기술(RTT,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의 생산기술(추출효율)을 최적화하고, 생리활성 기능개선 및 안전성을 확인하여, 화장

품 소재로서 생리활성뿐만 아니라 염증매개성 피부질환관련 예방 및 개선(코스메슈티컬)을 목

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고려된 맞춤형 소재 개발로써, 기존의 기능성 소재 개발에서 탈피

한 신개념의 고기능성 향장소재 개발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가 뷰티·보건산업 성장/육

성 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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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방사선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천연물 소재의 유효성분 기능증진 및 생산기술 최적화 미래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뷰티(코스메슈티컬)산업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

고 및 실용화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어코자 함.

생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물 소재와 방사선융합기

술을 활용한 기능성 증진 및 고효율 유효성분 추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핵심기술 선점 필요.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생물소재의 분자변환기술(RTT; Radiarion Transformation 

Technology)은 다양한 생명공학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선진국 중심으로 RTT 기반 소재 개발 

기술은 실험실 수준에서 탈피하여 실용화 연구로 활발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RTT는 세

계시장에서의 기술 선점의 여지가 많은 공백기술임.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선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도적 R&D 투자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

1. 기술적 측면

방사선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생물분자 분자변환 및 유효성분 생산기술 최적화 연구분야는 국

내외적으로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00년 이후 꾸준히 일부에서 진행되어 왔다. 일부 성과는 세계적인 관심을 얻으며 관련 연

구 분야의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며, 향후 방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의료/보건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선두위치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함.

천연생물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에 있어서 방사선융합기술에 의한 유효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기능적 특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방사선 이용 기능성 소재/제품개발 등 향후 

뷰티(코스메슈티컬)산업 발전의 핵심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기반 기술개발 연구수

행이 절실히 요구됨.

미래의 화장품 개발방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고기능성의 추구이며, 이러한 산업적 

동향에 따라 천연물기반 유효성분 소재 개발의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물 유효

성분 추출과정(화학적/생물학적 처리법)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의 검출 

등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사선융합기

술 활용 천연물 소재의 유효성분 생산기술을 최적화(공정개선/수율 향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

화, 독성 저감화 및 기능성 증진)하는 신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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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피부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소비트렌드를 맞추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인 원료 및 처방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분야가 

21세기 뷰티 산업계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성능 및 고효율의 신물질과 제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첨단기능을 가지는 신물질의 개발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합성/개발도 중요하지만, 

방사선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천연물 소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능성 물질의 고효율 

생산 및 기능증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뷰티(코스메

슈티컬)산업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 및 미래선도기술로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도적 R&D 투자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

2. 경제적 산업적 측면

고령화 사회 진입과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산업에 다

양한 바이오융합기술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방사선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천연생물

소재 유효성분 분자변환 및 생산기술 최적화를 통하여 신개념의 고기능성 생물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응용기술을 이용한 뷰티(코스메슈티컬)산업소재의 신제품 개발 등 실용화가 이루어진다

면, 관련 산업에 소득증대와 고용/가치창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매우 높은 경제적 파급효

과 예상됨.

 방사선 분자변환기술 기반의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의 고부가가치 미래선도기술 개발로 세

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사회

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 선도화가 필요함.

최근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활용한 인체친화적인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소요되는 기간 및 높은 비용에 대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기술 최적화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방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친환

경적이고 경제적인 바이오산업용 기능성 보건소재 개발로 기능성 화장품 산업/경제의 소득증

대와 가치창출 기반확립이 필요함.

3. 사회적 측면

최근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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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메슈티컬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 유기농, 한방, 아토피나 건성 피부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의 컨셉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다양한 피부질환의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생물소재 유래 기능성 및 메디컬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산업 소재 개발로 건강한 삶 지향 및 사회복지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음.

최근 천연생물소재로부터 유효성분 추출과정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의 검출 등 안전성 논란에 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그 활용이 제안되고 있으

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방사선조사기술적용 생물소재 분자변환(RTT)을 통하

여 유효성분의 추출효율 증진뿐만 아니라 이러한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독성 및 불용성

분의 저감화 기술의 발명으로 국내 천연물 소재활용 기능성 소재개발과 고부가가치 기술창출

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심리적 불안을 경감을 기대할 수 있

음.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다양한 기술적/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의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기술로

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 응용산업 육성을 통하여 방사선 기술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통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이후 급속히 냉각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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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가. 국내기술 수준 및 시장현황

(1) 기술현황

방사선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현재 단순 방

사선 조사나, 의료 목적의 이용(약 70% 점유)에 국한되어 있어, 방사선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기초 원천 기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융합 연구를 추진함으

로써 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방사선 반응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하여 전략

적인 방사선 산업의 다각화가 절실히 필요함.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부패방지, 제품의 안전성 및 저장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식품, 제

약, 화장품,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임.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

용하여 기존 물질이 갖는 구조의 변환을 유도하여 생리활성 증진시킨 연구사례는 많이 보고되

고 있으나, 추출과정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수율을 증가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이며 우리나라를 선두로 하여 활발히 연구수행중이며 현재 중국과 인도의 거센 추격

을 받고 있음.

표 1.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물의 추출 수율을 증가시킨 연구사례(국내학술지)

저자 제목 게재지 권호 및 년도

변명우 외 

4명

옥수수 전분추출 공정개선을 위한 감마선 

이용 

한국식품과학

회지
 v.27 no.1, 1995년, pp.30 - 35

김다미 외 

11명 

 감마선 조사가 미역귀 조다당의 

추출수율 및 미백활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

과학회지
40 no.5, 2011년, pp.712 - 716

이소정 외 

13명

지충이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활성 및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감마선 조사의 

영향

한국식품과학

회지 
 v.42 no.4, 2010년, pp.431 - 437

박혜진 외 

1명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총목피(Aralia elata 

Cortex)의 추출수율 증대 및 항산화 

효과 

한국자원식물

학회지
v.27 no.5, 2014년, pp.429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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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본 연구팀은 3~4차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다양

한 천연 생물소재의 생리활성 증진, 독성물질 저감화, 고분자 물질의 저분자화, 용해도 점성 

개선 등 새로운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구조적/기능적 변화에 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를 이용한 실용화 제품 개발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 및 경제적 이익창출 성과를 이루었음(연

구소기술창업, ㈜선바이오텍, 방사선 구조변환 기능개선 소재, ‘10년 320억, 성장률 25%/년),  

(2006년 연구소기업 1호, 콜마BNH, 방사선 구조변환 기능개선 소재, ‘15년 2,362억, 1조 상

장).

(2) 시장현황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장품 성분의 부작용을 대폭 줄인 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방사선 조사기

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의 합장회사인 선바이오텍에 이전되어 제품화했으며, 방사선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보여줌.

   - 2015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의 합작기업인 콜마B&H가 코스닥 상장됨 

그림 1. 한국콜마 콜마BNH 상반기 실적추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메이신 화장품 제조기술은 에코드림에 기술이전되어 화장품 

제품으로 탄생했음. 메이신은 잔디에서 추출된 항산화물질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메이신 함량

을 증가시킨 결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었음.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8조 1,778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규모 및 생산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8.3%, 1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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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이러한 CAGR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의 CAGR(약3.9%)보다 2~3배 높은 수치임. 

표 2.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화장품 생산액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약 24.0%에서 

2013년 약 32.2%로 4년간 약 8.2%가 증가하였음 기능성 화장품 내의 비중은 복합유형이 약 

1조 2,25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주름개선 (약 6,903억원), 자외선 차단 (약 3,809

억 원) 등이 잇고 있음.

그림 2. 세계 및 국내 기능성화장품(코스메슈티컬) 시장 전망 

(출처: 한국코스메슈티컬교육연구소, KB투자증권)

더욱이 국내 화장품의 경우 최근 K-pop,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시작된 한류가 화장

품으로 확대되면서 한국화장품 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고,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호황을 꾸준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즉, ‘코스메슈티컬’에 주목해야함. 한국 화장품 사용에 가

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으로, 2014년 기준 9억 8,600만 달러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되

었음. 이는 한국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54.8%에 이름.

그림 3. 화장품의 무역수지(좌), 대상국가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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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 5. 7.)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선호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트렌드 

Top5는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내추럴메이크업, 마스크 시트, 한방화장품이 있으며, 태국에서 

선호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트렌드 Top5는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내추럴 메이크업, 자외선 차

단제, 남성용 화장품이 있음.

화장품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화장품 수출 “명품 브랜드” 창출을 위한 화장

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을 발표하고(‘13년 9월) 2020년까지 화장품 산업 G7국가로의 도약

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4대 중점 추진과제는 글로벌 제품 및 창조기술 개

발,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규제 제도 선진화가 해당됨.

(3) 경쟁기관 현황

국내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 대표 기업은 sk케미칼, ㈜싸이제닌, ㈜풀무원, 

Botem 등이 있고, 화장품제조 기업은 태평양, 정산생명공학,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소망

화장품 기업이 선두업체이며, 이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황임.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수려한’, 소망화장품 등 30개 업체에서 120개의 

한방 화장품 브랜드 출시(한방 화장품은 국내 1조 4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체 화장품 

시장의 22.4%를 차지).

   

표 3. 약용작물 기능성 및 산업화 전략(출처: 약용작물소득화 전략, 전남농업기술원)

약초명 기능성 산업화(회사/제품) 비고

은행잎추출물
혈액순환개선: 징크라이드B

세포보호효과

SK케미칼/기넥신 F

'92년 첫 출시

‘92년 100억원

(해외진출성공)

참당귀 인지능 개선

(주) 

사이제닉/실버라인 

INM176

동충하초 면역증강, 항 피로효과 (주)풀무원 연매출 200억원

구기자 면역증강, 콜레스테롤강하 (주)Botem 건강기능식품 공동브랜드

달맞이꽃 혈행개선, 필수지방산보충
Botrm/감마리놀렌산

달맞이꽃종자유100

자음단(인삼 등)

(+자음보위단)
보습과 탄력증강 태평양/설화수

매출액 5000억 원(‘08)

한방화장품의 57% 매출액 

차지
약초 30~40가지 

복합처방
주름방지 정산생명공학/백옥생 매출액 1000억 원(‘08)

백지, 고본, 조작자, 

녹두, 천화분
보습효과 LG생활건강/수려한 매출액 1375억 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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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천연 소재로서, 제품으로 개발시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분야 창출이 가능함.

  (주)월크론에서는 사자발쑥, 당귀, 익모초 등 방취 및 여성건강에 좋은 약초로 만든 생리

대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이 상승 중임.

  (주)쌍방울 트라이에서는 녹차, 인삼 등 혈액순환 촉진, 보습, 탈취, 항스트레스 효과를 

가진 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내의를 개발·판매.

  최근 인기를 끄는 (주)태평양의 샴푸 ‘려(呂)’는 지황, 백복령, 인삼, 백자인 등 탈모방지

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을 이용함.

그림 4. 약초산업의 진화-농촌진흥청(2011)

(4) 지식재산권 현황

국내외 주요 화장품 생산업체별 기능성 천연화장품 소재 지식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아무레퍼시픽의 경우 Glycin 속 (113건), Panax속 (105건), solanum속 

(38건), ammillaria속 (26건), cryptomeria속 (20건)을 보유하고 있음. 두 번째 다출원 기업

인 코리아나 화장품은 Saccharomyces속 (11건), Bacillus속 (8건), Cnidium속 (8건), 

Wolfiporia속 (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은 Cordyceps속 

(16건), Paecilomyces속 (10건), Asparagus속 (7건), Bupleurum속 (5건)에 대한 출원이 주

로 많았음.

표 4. 국내 기능별 화장품 주요 천연물 소재 현황

산삼배양근 보습효과, 주름방지 한국화장품/산삼 매출액 100억 원(‘08)
약초 30~40가지 

복합처방
주름개선, 피부처짐방지 소망화장품/다나한 Rg 매출액 166억 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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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화 현황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등과 관련

된 규정들이 일부 개정고시 되었음. 2010년부터는 “천연 유래 성분” 기준을 포함한 유기농화

장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음. 2013년까지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정들은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작년 12월에 관련 규정이 재정고시 되었음.

표 5. 기능성 천연화장품의 국내정책 및 제도개선 변화

국내의 경우 아직 기능성화장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천연화장품과 유사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는 식약처가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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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식약처 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가. 국외기술 수준 및 시장현황

(1) 기술현황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이용 기술은 초창기 (~2000년)까지는 단순 조사 이용에 국한되었고, 

2000년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방사선 융합 기술을 통한 융합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기초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방사선 기술의 응용 분야는 제한적이었음. 최근 국제적으로 방사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기초 원천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다국 간의 공동연구를 위

한 지원이 활발해지는 추세임.

방사선 기술의 확대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하

지만, 천연 생물소재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기능성 향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이며 

우리나라를 선두로 하여 현재 중국과 인도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음.

(2) 시장현황

2014년 기준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5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2009

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7.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 규모

그 중 미국이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30 -

표 8.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규모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현재 약 35조원 규모로 일반 스킨케어 시장보다 2배 이상 빠른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코스메슈티컬 산업은 2013년 230억 위안에서 

2020년 870억 위안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

표 9. 화장품 및 의약품과 코스메슈티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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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유형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Skin care가 835억 달러 

(32.1%)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고, Haircare(20.0%)와 Personal hygiene(16.8%)이 그 뒤

를 이었음.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Suncare로 7.7%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Facial care(6.1%), Hand care(5.1%), Oil(4.9%) 등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전 세

계적으로 ‘친환경’, ‘지속가능성’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파라벤, 프탈레이트 등

의 화장품 화학원료들이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유래의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전 세계 천연화장품의 시장규모는 2013년 기

준 107~295억 달러 규모에 연평균 8~11%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국내외 천연

화장품 산업동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4.1). 천연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서양권 국가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서 더 높음.

(3) 경쟁기관 현황

미국은 전세계 향장품 시장의 15.8%로서 가장 큰 시장이며 세계 100대 향장품 기업 중 3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기업으로는 P&G, 에스티로더, 이에본, 존슨엔존신등의 이들 

기업은 세계 10대 기업에 속함.

프랑스는 향장품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로서 로레알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형성이 잘 되어있는 만큼 향장품 소비량도 가장 우세함.

일본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향장품 수입이 가장 많

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0대 기업에는 11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시세이도, 카오 두 기업이 강세임.

(4) 지식재산권 현황

해외 기업의 주요 화장품 생산기업별 기능성 천연화장품 소재 지식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L’OREAL(미국)은 Litsea속 (27건), Centella속 (26건), Lactobacillus속 (12건), Aloe속 (12

건), Sorghum속 (10건)에 대한 출원이 많았음. LVMH(미국)은 Medicago속 (22건), 

Centella속 (13건), Eriobotrya (11건)등에 대한 출원이 많았으며, 주로 주름개선과 관련된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SHISEIDO(일본)는 Zingiber속 (8건), Rubus속 (5

건), Rosmarinus속 (5건), Achillea속 (5건), Bupleurum속 (4건)등에 대한 출원이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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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미백, 자외선에 집중 출원하고 있음.

(5) 표준화 현황

전 세계적으로 천연화장품(기능성 및 일반화장품 모두 포함)을 인증하는 기관들은 “유기농

(organic)”과 “천연(natural)”을 동시에 인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인증기관으로는 프랑스

의 에코서트(ECOCERT), 코스메비오(COSMEBIO), 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 독일

의 BDIH, BFA, ACO, OFC 등이 있음.

표 10. 주요 글로벌 천연화장품 인증기관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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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제2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요약)

제3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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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년

도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2

0

1

7

� 감마선 조사된 

천연물(흑삼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및 

항아토피 효능 

증진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효능 연구 

(In vitro; 세포실험 기전 연

구)

� RBL-2H3 세포에서 항알레르기 

및 항아토피 효능 평가 및 메커

니즘 규명 연구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효능 연구 

(In vivo; 동물실험 효능 평

가)

� DNCB로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

된 마우스 모델에서 항알레르기 

및 항아토피 효능 평가

� 감마선 조사된 

천연물(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효능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 

mushroom tyrosinase 억제능

이 증가하는지 확인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의 

미백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연

구

� B16F10 흑색종 세포를 이용하

여 세포내 멜라노제네시스 억제

효능에 관하여 평가

� Chrysin 

방사선 유도 

신규화합물의 

항아토피 효능 

연구

� 감마선 조사된 Chrysin으로부

터 생성된 구조변환 신규화합

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효능 

연구 (In vitro; 세포실험 기

전 연구)

� RBL-2H3 세포수준에서 항알레

르기 및 항아토피 활성에 관하

여 평가

2

0

1

8

� Chrysin 방사

선 유도 신규화

합물의 항아토

피 효능 검증

� Chrysin 방사선 유도 신규화

합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능 연구(In-vivo 효능평가)

� DNCB로 아토피 피부염 유사병

변이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서 

chrysin 유도체의 항아토피 효

능평가
� 감마선 조사된 

흑 삼 추 출 물 의 

독성학적 안전

성 평가

� SD-rat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

사된 흑삼추출물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 SD-rat에 흑삼추출물의 농도별 

경구투여 후, 간독성, 신장독성 

지표 확인하여 독성학적 안전성 

검증
� 정상 인간 각질세포를 이용한 �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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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요약)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의 

세포독성 평가

포독성 안전성 확인

� 시제품 ‘흑나

린’의 아토피 

치료 효능평가

�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함유된 시제품 ‘흑나린’을 

in-vivo 모델을 이용하여 효

능평가

� 흑나린의 우수한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 개선효과 검증 

년

도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2017  1. 감마선 조사된 천연물

(흑삼 추출물)의 항 알레르

기 및 항아토피 효능 증진

  흑삼 열수추출물에 감

사선 조사를 적용한 후, 

HPAEC-P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분변화를 분

석하고, RBL-2H3 세포

와 DNCB로 아토피 피

부염이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서 항알레르기 및 

항아토피 효과를 평가하

였음

 흑삼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를 적

용한 결과, arginyl-fructose (AF)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0 

kGy로 감마선 조사한 흑삼추출물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의 AF가 관찰

되었음.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항원으로 자극된 

RBL-2H3세포의 탈과립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였으며, 이러한 탈과립 억제효과는 MAPKs, NF-

κB 및 FcεRI 신호전달체계를 통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감마

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DNCB로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항아토피 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100 kGy로 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군이 비조사된 흑삼추출

물 처리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함

2. 감마선 조사된 천연

물(흑삼 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효능

 감마선 조사를 통한 흑

삼추출물 내의 AF증가

가 항산화 및 미백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

가하였음.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 

mushroom tyrosinase 

억제능이 증가하는지 확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흑삼 열수추출물의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 mushroom 

tyrosinase 억제능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항산화 및 미백활성의 증

가가 세포내에서도 유효한지 

B16F10 흑색종 세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음.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은 비조사된 흑삼추출물보

다 효과적으로 IBMX로 유도되는 

ROS생성 및 tyrosinase 활성,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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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후, B16F10 흑색

종 세포를 이용하여 세

포내 멜라노제네시스 억

제효과에 관하여 평가하

였음

이러한 미백활성 효과는 CREB/MITF, ERK, p38 단백질의 

조절을 통한 것임을 확인함

3. Chrysin 방사선 유

도 신규화합물의 항아토

피 효능

 감마선 조사를 통해 

chrysin에서 생성된 신

규화합물을 HPLC, 

LC-MS 및 NMR 통해 

구조를 분석하였음. 그 

후, chrysin 방사선 유

도 신규화합물이 항아토

피 효과를 갖는지 평가

하기 동물모델에서 평가

하기 이전에 RBL-2H3 

세포수준에서 항알레르

기 활성에 관하여 평가

하였음 

감마선 조사를 통해 생성된 

chrysin 방사선 유도 신규화합물

은 CM1 및 CM2 두가지로 확인

되었으며, 이 화합물들의 구조를 

동정하였음. 그 후, CM1 및 CM2

가 항원으로 자극된 RBL-2H3 세

포에서 탈과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평가한 결과, CM1이 가장 

효과적으로 RBL-2H3 세포의 탈과

립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2018 4.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의 독성학적 안전

성 평가

감마선 조사한 흑삼추출

물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SD-rat

에 감마선 조사 흑삼추

출물을 14일간 반복 투

여하여 체중변화, 장기

무게, 혈액학적 생화학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

상 인간 각질세포에서 

세포독성을 유도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음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을 SD-rat에 

14일간 경구투여 한 결과, 저농도, 중간

농도, 고농도 모든 농도의 투여군에서 

체중 및 장기무게의 유의적인 변화가 일

어나지 않았으며, 혈청 내의 간독성, 전

신세포독성 및 신장독성 표지자인 ALT, 

AST, LDH, BUN, CRE의 유의적인 변

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또한, 감마선 조

사된 흑삼추출물이 정상 인간의 각질세

포에서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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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서술)

1. 감마선 조사된 흑삼열수추출물의 항 알레르기 및 항아토피 효과 증진

가. 시료의 제조 및 성분변화 분석

구증구포 흑삼을 삼광바이오로부터 획득하여 건조된 구증구포 홍삼 분말 40 g에 증류수 

800 mL을 가하여 80℃에서 2시간 추출하고, 여과하여 제조된 흑삼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냉동 보관함. 흑삼추출물을 10 mg/mL로 용해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내에 

설치된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감마선을 각각 10, 30, 50, 70, 및 100 kGy

의 조사선량으로 조사함.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성분분석을 위하여 흑삼추출물의 성분

을 High performance anion-exchange  chromatography-pulsed amperometric 

detector(HPAEC-PAD) 시스템을 이용함. 분석결과,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arginyl-fructose (AF)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0 kGy로 조사된 흑삼추출물에서 

AF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 Water-soluble contents of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Irradiation 

dose

Contents of water-soluble components (mg/g)

AFG AF Galactose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0 kGy 7.94 62.31 0.09 42.87 76.04 11.61 23.00
10 kGy 7.49 96.56 0.19 43.57 84.26 6.68 20.20
30 kGy 5.33 133.97 0.37 4266 69.46 4.32 14.68
50 kGy 3.91 165.45 0.48 37.25 57.85 3.79 10.86
70 kGy 2.96 192.03 0.60 33.22 47.91 2.50 8.05
100 kGy 1.84 225.83 0.65 27.05 36.41 2.04 5.97

5. 시제품 크림 ‘흑나

린’의 아토피 치료 효능

평가

 DNCB로 아토피 피부

염 유사병변이 유도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감

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이 함유된 시제품 크림 

‘흑나린’의 아토피 치료

효능을 검증하였음

흑나린 크림을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

이 유도된 마우스에 도포하여 아토피 

치료효능을 검증한 결과, 흑나린 크림

처리군에서 DNCB로 유도되는 홍반, 

가려움, 건조함 등과 증상과 귀의 부

종을 완화하였고, 혈청 내 IgE 레벨

의 효과적인 감소되었음. 이러한 흑나린 크림의 아토피 유사

병변의 치료효능은 Th1- 및 Th2-type cytokine 조절을 통

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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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RBL-2H3 세포의 세포생존률 및 탈과립에 미치는 영

향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mast cell인 RBL-2H3의 세포생존률에 미치는영향을 MTT 

assay를 이용하여 평가함. RBL-2H3 세포에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 된 흑삼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62.5, 125 μg/mL의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농도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함(그림 6A). 

RBL-2H3 세포는 세포막 표면에 수십만개의 IgE 수용체를 포함하고 있어 IgE로 감작되면 항

체에 반응하여 히스타민을 유리하게 됨.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RBL-2H3 세포의 탈과

립에 미치는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NP-IgE로 세포를 감작시키고,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

물을 처리한 후, DNP-HSA 항원을 처리함. 그 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

세포 탈과립의 지표인 β-Hexosaminidase와 히스타민의 방출 억제능이 증가하여, 100 kGy

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탈과립 억제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 됨(그림 6B 및 C). 

이로부터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비조사된 흑삼추출물보다 항원으로 자극된 RBL-2H3세

포의 탈과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

그림 6.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the cell viability (A), β-hexosaminidase 

release (C), and histamine release (C) in RBL-2H3 cells.

다.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RBL-2H3 세포의 ROS 생성, 세포 내 칼슘 유입 및 

cAMP 레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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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과 비조사된 흑삼추출물이 비만세포인 RBL-2H3에서의 세포 내

ROS 생성 억제 및 세포 내 칼슘 유입 억제 효과를 평가함. 비만세포는 항원에 의해  활성화 

되었을 때 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이는 탈과립과 사이토카인

을 분비를 매개하는 이차 전달자로 작용하여 염증 매개 인자들의 생성과 신호전달을 촉진시

킴. DCFH-DA 시약으로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비조사된 흑삼추출물보다 효과적으로 항원에 의한 ROS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함(그림 7A). 비만세포가 항원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세포내로 칼슘이 과도하게 유

입되어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는 수용체 활성을 거치지 않고 탈과립을 유도하여 히스타민을 

방출시킴. 이때 세포내 cAMP 레벨 의존적으로 세포 내 칼슘유입을 억제할 수 있음.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비조사된 흑삼추출물보다 효과적으로 세포내 cAMP 레벨

을 증가시켰으며(그림 7B), 이로 인해 항원 자극에 의한 세포내 칼슘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

함(그림 7C).

그림 7.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ROS production (A), cAMP level (B), and 

intracellular Ca2+concentration (C) in RBL-2H3 cells.

라.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RBL-2H3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항원자극에 의한 Mast cell의 탈과립은 MAPK 및 FcεRI 신호전달경로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기에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이들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하는지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확인함. MAPK는 mast cell이 항원에 의해 자극되면 NF-κB를 핵으로 

이동시켜 TNF-α와 IL-4 등을 포함 하는 다양한 cytokine들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RBL-2H3에서 항원만 처리하여 자극한 그룹보다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그룹에서 



- 41 -

p-ERK, p-JNK, p-p38 및 핵 내에서의 NF-κB 발현을 감소시킴(그림 8A 및 B). Syk은 

CD23의 활성화 후 Lyn이라는 Src-family kinase에 의해 활성화되는 kinase로서 Syk의 

phosphorylation에 의한 활성화는 하위 신호전달 phospholipase(PL)-Cγ, protein kinase 

C (PKC) 등 다양한 신호전달 물질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히스

타민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및 알레르기를 발생시킴. RBL-2H3 세포에서 

항원을 처리한 그룹보다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처리군에서 p-Syk, p-PLCγ, p-PKCβ 발

현을 감소시킴(그림 8C).

그림 8. Effects of gamma-irradiated BGE on signaling pathways in IgE-mediated 

signaling pathway

마.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DNCB로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과

BALB/c마우스에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믈과 비조사된 흑삼추출물을 50 mg/kg 및 100 

mg/kg이 되게 크림에 녹여 DNCB로 아토피 피부염 유사 피부병변이 유도된 등과 귀 부위에 

도포함. DNCB의 도포가 반복될수록 정상군에 비해 DNCB 도포군의 홍반과 부종은 증가함. 

특히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100 mg/kg이 되게 도포한 군은 DNCB로 유도된 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 유사 피부병변 증상이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함(그림 9). 아토피 피부염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한 severity score 또한 100 kGy 흑삼추출물 100 mg/kg 처리군에서 가

장 효과적으로 개선됨(그림 10A). DNCB로 인하여 증가한 마우스의 귀 두께역시 100 kGy 

흑삼추출물 100 mg/kg 처리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그림 10B), 아토피 피부염

의 대표적인 증상인 scratching behavior 또한 100 kGy 흑삼추출물 100 mg/kg 처리군에

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킴(그림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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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herapeutic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in atopic dermatitis-induced 

BALB/c.

그림 10.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DNCB-induced dermatitis scores (A), ear 

thickness (B), and scratching behavior (C) in atopic dermatitis-induced BALB/c mice. 

바.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DNCB로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백혈구 

수치에 미치는 영향

염증반응이 만성화되면 면역세포의 생성과 사멸의 균형이 깨져, 백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

로 증가하게 됨. 특히, 호염구 및 호산구의 수가 증가하여, 염증매개인자들의 상호작용을 증가

시킴.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아토피 피부병변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백혈구 수치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그 결과, 아토피 피부병변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총 백혈

구 및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 처리군에서 이

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감소시킨 것을 확인함(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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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levels of total WBC (A), neutrophils (B), 

lymphocytes (C), eosinophils (D), and basophils (E) in atopic dermatitis-induced mice.

사.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병변이 유도된 마우스의 혈청 내 IgE 및 

IL-4 발현과 비장세포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면 Th2 세포로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져, 비장 내의 T-림프구가 증

가하여 비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DNCB에 의

해서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마우스의 면역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비장

의 무게를 측정하여 비장지수를 확인함(그림 12A). BALB/c 마우스에서 DNCB 처리로 아토

피 피부염이 유도된 군보다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군의 비장 지수가 유의적으로 감소

함. 비장세포에서 T-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비장세포를 분리하여 T 세포와 세포분열 촉

진제인 ConA로 림프구를 안정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전환하여 증식을 촉진시킨 후, 배양액

으로부터 IL-4와 IFN-γ 농도를 ELISA로 측정함. 그 결과 BALB/c 마우스에서 DNCB만 처리

한 군보다 감마선 조사된 인삼 추출물을 도포한 군의 비장세포 IL-4 감소 및 IFN-γ 증가를 

보임(그림 12B 및 C). 또한, 아토피 피부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IgE 생성과 Th2 사이토카인

인 IL-4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100 mg/kg 

처리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혈청 내 IgE 및 IL-4 수준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함(그림 12D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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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spleen index (A), and splenic IL-4 (B), 

splenic IFN-γ (C), serum IgE level (D), and serum IL-4 level in atopic 

dermatitis-induced mice.

아. 감마선 조사된 흑삼 열수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이 유도된 마우스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의 등과 귀 부위의 피부조직을 hematoxylin&eosin (H&E) 및 toluidine blue로 염

색하였으며,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함. 정상군의 피부조직은 표피의 두께가 얇고 세포 배

열의 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NCB로 아토피 피부병변이 유발된 군의 피부조직의 표

피가 두꺼워지며, 세포의 침윤과 염증성 부종이 관찰됨.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을 도포한 

군의 피부조직은 상대적으로 세포침윤이 적고 부종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13A). 염증반응으로 인한 비만세포의 침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toluidine blue

로 염색하여 염색된 비만세포의 침윤 상태를 관찰함.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군에서 

비조사된 처리군보다 효과적으로 염증세포의 침윤을 억제한 것을 확인함(그림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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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istology of dorsal skin and ear lesions in atopic dermatitis-induced mice. 

Dorsal skin and ear sections were cut and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and toluidine 

blue. 

2. 감마선 조사된 흑삼열수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효과

가.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감마선 조사를 통한 흑삼추출물 내의 AF함량의 증가가 흑삼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에 관하여 측정함. 자유라디칼 소거

능은 감마선 조사선량별(0, 10, 30, 50, 70 및 100 kGy) 흑삼추출물과 0.1 mM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용액 혹은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용액을 반응시킨 

후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평가하였고, 산화철에 대한 환원력은 1 mM 

2,4,6-tripyridyl-s-triazine (TPTZ) 용액을 이용하여 평가함. 평가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라디칼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여, 100 kGy로 감마선 조사

된 흑삼추출물에서 가장 낮은 IC50 값을 보였고, 이와 비슷하게,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산화철에 대한 환원력(FRAP value)을 나타남(Table 1). 일반적으

로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과 같은 항산화능은 미백활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

라서, 감마선 조사를 통한 흑삼추출물의 항산화능력 증가가 미백활성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mushroom tyrosinase 억제능에 관하여 평가함. 그 결과, 0 kGy 및 10 kGy에선 

mushroom tyrosinase 억제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30 kGy 조사선량부터 점차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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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mushoom tyrosinase를 억제하

는 것을 확인함(표11).

표 12.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gamma-irradiated BGE.

Irradiation 
dose
(kG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FRAP AEAC
 (g   AA/100 g)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IC50)

0 39.43 mg 3.82 mg 4.30 -

10 39.61 mg 3.31 mg 4.72 -

30 38.72 mg 3.09 mg 4.69 48.66 mg

50 33.21 mg 2.95 mg 4.97 43.51 mg

70 10.01 mg 2.53 mg 5.64 14.78 mg

100 4.33 mg 2.39 mg 6.46 12.46 mg

나.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B16F10 흑색종세포의 세포 생존률 및 ROS 생성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활성이 B16F10 흑색종 세포내에서도 증진되는

지 확인하기 이전에,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세포생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함. 

B16F10 흑색종세포에 비조사된 흑삼추출물 및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을 처리

한 후, MTT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생존률을 평가함. 그 결과, 25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비조사된 흑삼추출물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모두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음(그림 

14A).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25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음. 산화적 스

트레스에 의한 ROS의 과생성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있음. 따라서, 감마선 조

사된 흑삼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ROS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

여, 2’, 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시약으로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그 결과,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군에서 비조사된 

흑삼추출물 처리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ROS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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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ffect of 100 kGy gamma-irradiated BGE on cell viability and H2O2-induced 

ROS produc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 Inhibitory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H2O2-induced ROS production 

(B). 

다.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B16F10 흑색종세포 내 tyrosinase 발현, 멜라닌 생성 및 

tyrosinase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멜라노제네시스 억제 효과에 관하여 평가하였음.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로 멜라노제네시스가 유도된 B16F10 흑색종 세포에 

비조사된 흑삼추출물 및 감마선 조사된 추출물을  처리하여 배양한 후, 세포를 용해하여 

L-phenylalanine (L-DOPA)와 반응시켜 세포 내 tyrosinase 활성을 평가하였고, 세포를 1N 

NaOH (10% DMSO)에 용해하여 멜라닌을 측정하였음.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

물 처리군에서 비조사된 흑삼추출물보다 효과적으로 IBMX로 유도된 멜라닌 생성과 세포 내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15A 및 B). Tyrosinase는 멜라노제네시

스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로, 기질인 tyrosine을 산화시키고, 이에 이어서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2 와 TRP-1이 작용하여 멜라닌을 생성함. 감마선 조사

된 흑삼추출물이 이러한 tyrosinase 관련 단백질 발현을 억제를 통해 미백효과를 갖는지 

western blotting을 통해 확인한 결과, 100 kGy로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효과적으로 

tyrosinase, TRP-1 및 TRP-2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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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nti-melanogenic effects of gamma-irradiated BGE in IBMX-stimulated B16F10 

melanoma cells. Inhibitory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melanin production (A) 

and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B) and melanogenic enzymes expression (C) in 

IBMX-stimulated B16F10 melanoma cells. B16F10 melanoma cells treated for 72 h with 

0 kGy- or 100 kGy gamma-irradiated BGE at specific concentrations (125 and 250 μ

g/mL). Arbutin (5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멜라노제네시스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멜라노제네시스가 진행될 때, 세포 내 cAMP 레벨이 증가하면, CREB 및 MITF와 같은 단

백질들이 발현되고, 이는 멜라닌 생성의 핵심효소인 tyrosinase와 관련 단백질들을 발현시킴.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세포내 cAMP 레벨 및 CREB/MITF 신호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은 IBMX로 증가된 세포내 cAMP 레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그림 16A), 이를 통해 CREB와 MITF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

인하였음(그림 16B).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ERK와 p38 단백질 발현의 조절을 통해 미

백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ERK와 p38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그림 16C), ERK 및 p38 각각의 inhibitor를 이용하여 

미백활성에 관하여 확인해본 결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미백활성 효과는 ERK와 p38 

단백질 발현의 증가때문인 것으로 관찰되었음(그림 1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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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melanogenesis-related signaling pathways.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0 kGy- or 100 kGy gamma-irradiated BGE (125 and 

250 μg/mL) with IBMX (50 μM) for 1 h (A). The expression levels of p-CREB and 

MITF protei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t 2 h after treatment (B). 

Time-dependent effect of gamma-irradiated BGE on the expression of p-ERK and 

p-p38 (C). The effect of ERK (PD98059) and p38 (SB203580) inhibitors on 

gamma-irradiated BGE-treated B16F10 cells (D).

3. Chrysin 방사선 유도 신규화합물의 항아토피 효과

가. Chrysin 방사선 유도 신규화합물 발굴

Chrysin을 메탄올에 용해하여 50 kGy의 조사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후, 물리화학

적 변화 분석을 위하여 HPLC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chrysin 고유의 peak이 감소하면

서 새로운 방사선 분해 유도화합물 peak (CM1 및 CM2)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17A). preparative-HPLC를 이용하여, CM1 및 CM2를 분리정제한 후, LC-MS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확인한 결과, CM1은 299.08334 (M + H+), CM2는 287.09966 (M + H+)에 해

당하는 분자량임을 확인하였음. 분리 정제된 CM1과 CM2를 각각 1H-NMR과 13C-NMR을 

통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그림 18 및 19), CM1과 CM2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메탄올 

라디칼에 의해 chrysin으로부터 유도된 신규화합물임을 발견하였음(그림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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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dentification of radiolytic products of chrysin. The HPLC chromatogram of 

intact- and gamma-irradiated chrysin (A), and the structure of radiolytic derivatives of 

chrysin (B).

그림 18. 13C-NMR (A) and 1H-NMR (B) of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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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3C-NMR (A) and 1H-NMR (B) of CM2.

나.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chrysin 유도체가 RBL-2H3 세포의 세포생존률 및 탈과립에 미치

는 영향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chrysin 유도체 CM1과 CM2가 항아토피 효과를 갖는지 평가하기 

이전에, RBL-2H3 세포 수준에서 항알레르기 활성을 갖는지 평가하였음. 우선, 세포독성이 없

는 농도를 찾기 위하여 MTT 시약을 이용하여 CM1과 CM2의 세포생존률에 관하여 평가하였

음. CM1은 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냈으며, CM2와 chrysin은 모든 농도

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20A).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인 

2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음. 항원으로 자극된 RBL-2H3 세포에서 CM1 및 

CM2가 탈과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CM1 처리그룹에서 CM2 및 chrysin 

처리그룹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β-hexosaminidase와 히스타민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0B 및 C). Mast cell의 탈과립 억제효과가 가장 뛰어났던 CM1을 

chrysin과 비교하여 ROS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CM1이 항원 자극으로 생성되

는 ROS 생성을 chrysin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음(그림 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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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ffect of chrysin derivatives (CM1 and CM2) on the cell viability (A), β

-hexosaminidase release (B), histamine release (C), and ROS production (D) in 

DNP-HSA-stimulated RBL-2H3 cells.

다.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크리신 유도체가 마우스에서 DNCB로 유도되는 아토피 유사 피부

병변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로 유도된 크리신 유도체 CM1이 마우스 모델에서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에서 

치료효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lb/c 8주령 암컷마우스의 등과 귀에 DNCB를 처리하

여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을 유도한 후, CM1을 크림제형으로 제조하여 도포하였음. 4주간 

DNCB와 CM1 크림을 도포한 결과, 양성대조군인 Dexamethasone (Dexa) 처리군에서는 유

의적으로 DNCB 처리로 증가하는 dermatitis score (그림 21A 및 B)와 귀 두께(그림 21C)

가 감소하였고, 혈청 내의 IgE 수준(그림 21D) 또한 감소하였지만, CM1 처리군에서는 아토

피 유사 피부병변의 완화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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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ffects of chrysin derivative (CM1) on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balb/c mice. Representative photograph images of mice (A), dermatitis 

score (B), ear thickness (C), serum IgE level (D) in DNCB-treated balb/c mice.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p < 

0.05 compared to DNCB + vehicle group.

4.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가.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IR-BG)의 반복 경구투여가 랫드 체중 및 장기무게변화에 미치

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IR-BG)의 독성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7주령 

Sprague-Dawley (SD)랫드 암컷에 14일 동안 IR-BG를 500 mg/kg, 1000 mg/kg 및 

2000 mg/kg의 용량으로 1일 2회 경구투여하였음. 투여기간 중 일정 간격으로 랫드의 체중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14일 경구투여 후 부검하여 각 장기의 중량을 측정하였음. 실험 결과, 

모든 농도의 IR-BG 투여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체중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

인하였음(그림 22). 또한, 부검 후 장기무게의 변화에서도 IR-BG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의 유

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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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Bodyweight of rats administrated with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for 14 day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표 13. Organ weight of rats administrated with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for 14 day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Liver  

(g)

Spleen 

(g)

Thymus 

(g)

Thyroid 

(g)

Kidney 

(g)

Ovary 

(g)

Lung  

(g)

Heart 

(g)

Normal
6.158±

0.825

0.523±

0.067

0.433±

0.102

0.018±

0.002

1.531±

0.098

0.089±

0.005

1.238±

0.229

0.808±

0.104

IR-BG

500 

mg/kg

6.531±

0.941

0.565±

0.049

0.499±

0.111

0.017±

0.003

1.617±

0.155

0.084±

0.004

1.259±

0.327

0.789±

0.099
1000 

mg/kg

6.152±

1.018

0.537±

0.069

0.447±

0.098

0.018±

0.002

1.575±

0.131

0.083±

0.007

1.218±

0.221

0.813±

0.112
2000 

mg/kg

6.389±

0.917

0.551±

0.051

0.453±

0.105

0.016±

0.004

1.589±

0.128

0.085±

0.005

1.284±

0.274

0.801±

0.108

나. IR-BG의 반복 경구투여가 랫드의 혈액 생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IR-BG의 반복투여로 인한 간독성 및 신장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랫드 혈청을 분리한 후, 

생화학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간독성 표지자로써,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aminase (ALT), 전신 세포독성 표지자로써 lactate dehydrogenase 

(LDH), 신장독성 표지자로써 blood urea nitrogen (BUN) 및 creatinine (CRE)을 측정하였

음. 실험결과, 모든 농도의 IR-BG 투여군과 대조군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관찰할 수 없었

음(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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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ffects of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on change of serum 

biochemical values in SD-rat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다. IR-BG가 normal human epidermal keratinocyte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IR-BG가 normal human epidermal keratinocyte (NHEK)의 세포독성을 유발하는지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해, NHEK 세포에 IR-BG를 20, 100, 및 500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annexin V/PI 염색을 한 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실험 결과, 

모든 농도의 IR-BG 처리군에서 NHEK의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4).

그림 24. Effects of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on cytotoxicity in normal 

human epidermal keratinocyte (NHEK). The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annexin V/PI 

staining (A). The representative percentage of live cells (B).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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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 시제품 크림의 in-vivo 효능 평가

가. 흑나린 크림(Black ginseng NAREN, BGN cream)의 DNCB로 유도되는 등조직의 아토

피 유사 피부병변 개선효과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함유된 시제품, 흑나린 크림(BGN cream)이 아토피 피부염 증

상 개선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DNCB로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이 유도된 balb/c 마

우스를 이용하였음. 양성대조군으로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cetaphil 크림을 사용하였고, 

DNCB를 그림 25A의 diagram과 같이 도포하였고, 각 cream은 0.4% DNCB 도포 4시간 

후에 도포하였음. 실험 결과, 마우스의 아토피 피부 유사병변이 Cetaphil과 BGN cream 도

포군에서 모두 완화되었으며, 홍반, 건조함, 찰과상, 태선화, 흉터 정도를 평가한 dermatitis 

score 또한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5B와 C). 실험 기간 동안 마우스 체중

변화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그림 25D), GBGE 크림 처리군에서 마우스 혈청 내의 IgE 

수준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음(그림 25E).

그림 25. Therapeutic effects of BGN cream on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skin 

lesions in balb/c mice. Experimental schedules for developing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and treatment with BGN cream in balb/c mice  (A). Change 

of dermatitis score (B and C), serum IgE level (D).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to DNCB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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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GN cream의 DNCB로 유도되는 Ear swelling 완화 효과

BGN cream이 DNCB 처리에 의해 유도되는 ear swelling을 개선하는지에 관하여 

caliper를 이용하여 귀 두께를 측정하고, H&E staining을 통하여 관찰하였음.  실험 결과, 

Cetapihl과 BGN cream 모두 효과적으로 DNCB로 유도되는 ear swelling을 완화하였음(그

림26).

그림 26. Effects of BGN cream on DNCB-induced ear swelling in balb/c mice. Ear 

thickness (A), and representative photographed data (upper images, B) and histological 

data analyzed by H&E staining (below images, C).

다. BGN cream의 Th1- 및 Th2-type cytokine 조절 효과

아토피 피부염 초기에 Th2-type cytokine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

염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아토피 증상이 만성화되면, 결과적으로 활성 CD4 T세포의 과활성

이 유도되어 Th1- 및 Th2-type cytokine들이 과도하게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BGN cream 크림이 Th1- 및 Th2-type cytokine 조절을 통해 아토피 유사 피부병변을 완

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장과 skin-draining lymphnode (cervical lymphnode)에서 

세포를 분리하여 CD3e/28로 자극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 내의 cytokine 발현량을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통해 측정하였음. 실험결과, BGN 

cream 처리군과 cetaphil 처리군 모두 효과적으로 DNCB에 의해 증가한 d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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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cyte의 Th1-type cytokine (IFN-ν)과 Th2-type cytokine인 IL-13의 생성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켰음(그림 27). 또한 splenocyte의 Th2-type cytokine (IL-4, IL-5 및 IL-13)

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음(그림 28).

그림 27. Effects of BGN cream on regulation of Th1- and Th2-type in lymphocyte 

isolated from draining lymphnode of DNCB-treated mice.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01 compared to DNCB + vehicle group.

그림 28. Effects of BGN cream on regulation of Th1- and Th2-type in splenocyte 

isolated from DNCB-treated mice.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1, ***p < 0.001 compared to DNCB +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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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차년도(2017년) 연구목표인 방사선융합 유효 후보물질 항아토피 효능 검증 연구(In 

vitro/In vivo) 검증연구와 방사선융합 유효성분 추출수율 평가 및 형성기전규명 연구를 100

퍼센트 달성하였고, 2차년도(2018) 연구목표인 방사선융합 유효성분 피부기능성 및 안전성 연

구와 항아토피 코스메슈티컬 시제품 효능 검증연구를 100퍼센트 달성하였다.

제1절 연도별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년도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실적
달성도

(%)

2
0
1
7

 방사선융합 유효 

후보물질 항아토피 

효능 검증 연구(In 

vitro/In vivo)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의 기능성 다당류인 AF의 

증진에 따른 항아토피 효능평가 (In vitro & In vivo)

를 통하여 방사선융합 유효 후보물질의 기능성 증진 검

증을 하였음.

- SCI 2건 달성

 Gamma-irradiated black ginseng extract 

inhibits mast cell degranulation and 

suppresses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in mice.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111 (2017) 133 14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Anti-oxidant and Anti-melanogenic Activity 

of Black Ginseng Extrac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49 (2018)33-40

100

 방사선융합 유효 - 방사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 및 Chrysin의 추출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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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실적
달성도

(%)
성분 추출수율 평가 

및 형성기전규명 연

구

증진 검증과 구조변환 신규화합물의 구조분석 및 형성

기전을 규명하였음.

2
0
1
8

방사선융합 유효성

분 피부기능성 및 안

전성 연구

 - 감마선 조사된 흑삼 추출물을 14일간 SD 랫드에 반복 경구 투

여하여 독성학적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normal human epidermal 

keratinocyte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안전성을 확인하였음.

100

항아토피 코스메슈

티컬 시제품 효능 검

증 연구

 - 감마선 조사된 흑삼추출물이 함유된 시제품크림(흑나린)의 항아

토피 효능을 in-vivo 수준에서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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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2절 연구개발결과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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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천연 생물소재로부터 생리활성을 가진 1차적 신소재 탐색은 각국의 치열한 경쟁 및 소재의 

한계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되며, 방사선융합기술 기반 천

연물 소재의 분자변환에 따른 유효성분 추출효율 및 기능성 증진 연구를 통한 산업적 활용기

술 개발은 세계 바이오시장에서의 기술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 기술로서 응용 및 활용이 가능

함.

생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생체 적합/안전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생리활성(피부기능성)을 규명하고 피부활성 및 영양학적인 가치를 입증한다면 미래 뷰

티(코스메슈티컬) 산업 소재로써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용화 기반 확립 가능함.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융합기술 기반으로 천연물 소재의 

분자변환을 통한 유효성분 추출효율 및 기능성 증진에 따른 신규생물소재 적용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매개성 피부질환 대상자에게 안전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기능성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뷰티산업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성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치료용 보조제로서의 시장형성 및 산업적 

활용 가능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는 기 수행된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이미 방

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국가출연(연) 기술출자에 의한 연구

소/기업「기술출자형 기술창업 1호」공동벤처인 (주)선바이오텍 (Sun-BioTech, 2004. 2. 6)을 

설립하여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신모델을 제시한 바 연구개발의 

결과물의 규모에 따라 기업화도 가능함.

- 신개념의 고부가 및 미래기술로 가치 확립 하고, 상용화에 가까운 기업맞춤형 기술개발에 

따른 빠른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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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수한 기능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생리활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바이오 소재로써의 가치와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융합기술 적용 기존의 

소재개발 방법에서 탈피하여, 합성소재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생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생

체 적합/안전성을 나타내는 신개념의 코스메슈티컬 소재 개발 가능.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화학적/생물학적 처리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사선융

합기술 활용 천연물 소재의 유효성분 생산기술을 최적화(공정개선/수율 향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독성저감화 및 기능성 증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첨단기능을 가지는 신물질의 개발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기초단계에 있는 방사선융합 생물

소재 변형기작 규명 연구는 신개념의 뷰티(코스메슈티컬)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원천 기술

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천연물 소재를 선택적으로 분해/변환할 수 있는 방사선 분자변환기술(RTT)을 

이용한다면 천연물 소재의 생리활성 증진 및 유효성분의 추출효율 증진기술을 기반으로 뷰티 

산업에서 일반적인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넘어서, 피부질환 치료 보조제로서의 역할까지 가

능한 첨단기능성이 부과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도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함.

2. 경제적 산업적 측면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매우 넓은 응용범위를 가진 방사선융합기술을 천연물 소재에 

적용하여 신개념의 고기능성 바이오 물질/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응용기술을 이용한 제품/소재

/치료법 등이 개발, 실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뷰티 산업 분야에 매우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예

상됨.

  - 최근 천연물 소재 유효성분 활용한 인체친화적인 화장품 소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소요되는 기간 및 높은 비용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기술 최적화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방사선융합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바이오산업용 생물소재 개발로 기능성 화장품 산업/경제의 소득증대와 

가치창출 기반확립 가능함.

방사선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고기능성 생물소재 발굴에 따른 화장

품 소재개발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면, 국내외 기능성 및 바이오 화장품 산업의  

소득증대와 가치창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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