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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미네랄 복합성분을 포함하는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연옥, 활석, 백운모, 견운모, 고령토, 해부석 및 유기 게르마늄을 함유한
미네랄 복합성분을 포함하는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
○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을 특정 비율로 혼합한 후, 이 미네랄 복합성분을 자외선을 조
사한 사람피부세포에 적용한 결과, 상기 미네랄 복합성분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
지며, 세포독성이 없고, 콜라게나제 (MMP-1) 및 젤라티나제(MMP-2)의 활성 저해
효과와 콜라게나제(MMP-1)의 mRNA 및 젤라티나제(MMP-2)의 mRNA 발현 저해효
과가 우수하며,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 및 엘라스타제 활성저해 효과도 우수하고, 간
세포에 대한 재생촉진 효과가 우수하며, 사람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안전한 것을 확인

▴미네랄 복합성분은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미네랄 복합성분은 0.244 ㎍/㎖

활성산소 소거능을 나타냄으로써, 우수한

농도에서 거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항산화 활성을 가짐

세포 생존율이 거의 100%에 달함

▴연옥 및 유기 게르마늄의 함량으로

▴연옥 및 유기 게르마늄의 함량으로

제조된 미네랄 복합체의 엘라스타제

제조된 미네랄 복합체가 효과적으로

활성 저해 효과가 우수함

콜라겐 합성을 촉진

○ 현재, 주름 개선용 화장료로는 레티노이드, 아데노신, 동물 태반 유래 단백질, 클로렐
라 추출물 등이 알려져 있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엘라스타제 효소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주름개선 효능을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는 물질이지만 불안정하고 피부 적용 시에 자극, 발작 등의 안전성 문제로 사용
량의 제한이 있으며, 클로렐라 추출물 등은 효과가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피부 주름
개선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인체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안전하며, MMP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노화 억제에 유용한
화장료 조성물이 필요

○ 본 발명의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은 연옥 1~10 중량%, 활석 10~20 중량%,
백운모 20~35 중량%, 견운모 10~20 중량%, 고령토 35~45 중량%, 해부석 1~3
중량% 및 유기 게르마늄 0.1~0.3 중량% 함유한 미네랄 복합성분을 포함
○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에서, 상기 미네랄 복합성분의 함량은 화장료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해 약 0.0001 내지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 중량%의 양으로 포함됨. 만일 미네랄 복합성분의
함량이 0.0001 중량% 미만이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0.0 중량%를
초과하면 함유량의 증가에 따른 뚜렷한 효과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며, 피부 자극
유발, 제형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성분

특징

연옥

연옥에 대한 현대의 임상실험 결과 두통, 불면, 분안, 손발절임 등 치료적인 효과와,    에
의한 음이온의 전기적 흡착으로 살균작용과 노폐물 흡착력이 뛰어나고,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활석

활석은 주로 유아용 땀띠분의 주성분으로, 진물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 습진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화장품에서는 베이스로 사용되며, 식품이나 제약에서는 첨가물로 사용

백운모

백운모의 불소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미백효과와 보습효과가 있음

견운모

견운모에는 셀레늄(Se), 아연(Zn), 마그네슘(Mg), 칼슘(Ca) 등 인체에 필수적인 다양 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중금속 해독작용과 항산화효능을 나타냄

고령토

고령토 가루는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피부 표면의 더러움과 독소, 모공의 피지, 오래된
각질을 제거해주어 지성피부와 여드름 피부에 좋음

해부석

해부석은 피부에 혹이나 멍울이 지는 증상, 극심한 하복통을 치료하며 하기(下氣)시키는 작용이
있고 부스럼을 가라앉힌다고 알려져 있음

유기
게르마늄

유기 게르마늄(Ge)은 미량 존재하며, 산소공급 작용, 반도체 작용(체내 세포의 전자흐름
조절작용, 음이온효과), 면역력 강화 작용, 인터페론 생성, 엔돌핀 생성촉진작용, 통증제거 작용,
산성체질을 알카리화, 제독작용 및 체내 중금속 배출작용, 자연 치유력 증강작용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음

셀레늄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athione peroxidase) 효소의 조효소로서 체내에서 발생한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대표적 생체 방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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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 화장품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2년에 2조1,483억원으로 전년대
비 30.9% 증가하였고, 항노화 화장품 세계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489억불 규
모로 추정되는 매우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임
- 항노화 화장품 주요국의 시장규모는 일본이 120.42억불 규모로 전체시장에서 약
24.6%의 비중으로 가장 컸으며, 그 뒤로 중국(11.6%), 미국(11.2%), 프랑스
(6.1%), 이탈리아(5.4%)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항노화 시장은 2011년 기준 약 11.9조원 규모로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2020년에 약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황노화 관여도
가 65%로 세계평균인 37%보다 높고 미국 25%, 프랑스 3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