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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서영완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피부노화 억제와 피부주름
개선 활성을 가지는 화합물“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주름 예방 및 개선 방법으로는 피부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
재생을 돕거나 피부 노화를 발생시키는 환경들을 배제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됨
□ 피부 노화에 보다 근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약물의 안정성과 피부 안전성까지 만족하
는 새로운 원료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 유래 추출물이나 성분이 한방인 천연물 유래
의 화장품이 시장에서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며 각광받고 있음
□ 따라서 인체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천연물 유래의 피부개선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
삼, 해조류 및 식물 추출물 등 많은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젓갈류 유래로부터 추출에서 획득한 특정 성분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분 분석하고 피부에 적용 가능한 화합물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발명에서 화합물들은 화합물 1: L-Pro-L-Tyr, 화합물 2: L-Pro-L-Phe, 화합물 3: L-Pro-L-Val,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로 이용하는 것으로써 젓갈류로부터 유래한 천연물들
을 이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신규 물질을 손 쉽게 획득하고,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피부 외용 도포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들을 수득함
으로써 천연물 유래 피부주름개선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다른 효과도 있음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화합물 구조

Fig. 2. 세포독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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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4-0192074(2014.12.29.) / 10-1635618(2016.06.27.)
□ 명칭 : 피부노화 억제와 피부주름 개선 활성을 가지는 화합물
□ 패밀리특허

출원건수

US
-

JP
-

EP
-

WO
-

기타
-

합계

-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2), 독립항(1), 종속항(1) : 단일참조(1)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젓갈류로 부터 유래한 미생물을 배양 발효시켜 추출된 하기의 화합물1, 2 및 3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젓갈류로 부터 유래한 피부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시장
현황

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항노화 화장품 시장 동향

□ 항노화 산업은 항노화 효능을 가지는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첨단
융합산업임
□ 글로벌 항노화 관련 시장은 연평균 10%의 꾸
준한 성장이 예상됨
□ 이와 같은 높은 성장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구매력인 높은 고령층이 확대
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고가
의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세계 외모 향상 관련 항노화 제품 시장 현황 >

□ 또한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항노

출처 : 메리츠리서치 Industry Indepth (2016)

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본 자료는 공개 가능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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