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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적인 욕구 증가, 

외모에 대한 관심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노화 방지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부 노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내인성 노화로 세월이 흐

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을 말하며, 두번째는 광노화

로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얼굴, 손등, 목 등의 피부에서 관

찰되는 노화 현상을 말하는데 두가지는 임상적 특징과 조직학

적 특징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정진호 등, 2001). 이러

한 노화억제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항노화 화장품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콜라겐 생성의 증가 및 분해의 억제(Son 

et al., 2005), 엘라스틴의 생성촉진 및 분해억제(Seite et al., 

2006), 히아루론산 생성증가(Ghersetich et al., 1994),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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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metic scientists always effort to find new effective anti-aging raw materials. In the previous study, we reported 
that Phytosphingosine-1-phosphate (PhS1P) could have function as an anti-aging material in cosmetic through 
its role in the regulation of stress-induced growth arrest in dermal fibroblasts. In this study, in order to know the 
application for cosmetic raw materials, the nano-liposome contained PhS1P was prepared using microfluidizer 
(3 times, 1,000 bar), and tested in in-vivo human test using a finished product. The PhS1P nano-liposome 
was confirmed by a particle size analyser (the mean size is 158.4nm), SEM, HPLC, Percutaneous Absorption. 
It has shown that PhS1P nano-liposme was prepared successfully. In order to know the effectiveness of the 
nano-liposome on skin, we tested in in-vivo human test. The elasticity, thickness, and dermal density of applied 
skin was checked by using cutometer and Dermascan-C. The test results shown that the elasticity of skin was 
improved 15.87% after 2 weeks, 27.34% after 4 weeks, 31.57% after 8 weeks compared to unapplied skin. 
The thickness of applied skin was improved 9.51% after 2 weeks, 13.95% after 4 weeks, 17.67% after 8 weeks 
compared to unapplied skin. The dermal density of applied skin was improved 3.14% after 2 weeks, 3.77% after 
4 weeks, 5.03% after 8 weeks compared to unapplied skin. There was no significant skin irritation on human 
volunteer test. These results show that PhS1P nano-liposome has a good anti-aging effect on human skin. 
Therefore, we suggest that PhS1P will be a good cosmetic raw material for anti-ag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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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재생 촉진(Petropoulos & Friguet, 2005), 반응성 산소라

디칼 제거(Hazane et al., 2005)등이 있다(김동석 등, 2009). 

이러한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레스베라톨(김효철 등, 2011), 라

말린(류종성과 임정한, 2012), 소리쟁이추출물(정숙희와 박주

아, 2012)등 다양한 성분들이 노화방지용 화장품 성분으로 개

발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끊임

없는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세포신호

전달 연구가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서판길, 2009; Shinichi Inohara, 1992) 국내에서도 피

부 노화에 있어 신호전달 분야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피부

노화 분야에서의 신호전달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세포의 성장

속도감소, 외부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 감소등이 노인 세포내의 

신호전달 체계에 변화를 나타낸다는 연구를(최성우, 1998) 비

롯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핑고지질은 세포막 구성성분이면서 또한, 2차 전령물질

로써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생체내 활성분자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분이다(Chung et al., 2000; Cuvillier, 

2002; Hait et al., 2006; Meier et al., 2006; Spiegel & 

Milstien, 2002). 세포사멸 유도 및 세포사멸의 신호전달물

질로서의 세라마이드와 스핑고신의 연구(Cuvillier, 2002; 

Spiegel et al., 1996; Pettus et al., 2002)와 세포막 수용체

를 가지는 세포간 신호전달물질에 관한 연구로 sphingosine 

1-phosphate (S1P)와 spingosylphosphoryl- choline에 관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Lynch & Im, 1999; Spiegel & 

Milstien, 2003; Hla et al., 2001). 이중 S1P는 스핑고지질

로부터 대사된 지질로 세포의 번식, 분화, 생존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Pyne & Pyne, 2000; Spiegel & Milstien, 

2002), 다른 연구에서 세포에서 세포자멸사를 촉진하거나 생장

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Daville et al., 2000; Hung & 

Chuang, 1996; Hong et al., 1999; Moor et al., 1999, Van 

et al., 1999). 또한, S1P에 의한 ERK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보고가 있어(이현숙 등, 2008) 흑색활종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 이다. 

한편, S1P의 화학구조적으로 아날로그인 phytosphingosine 

-1- phosphate (PhS1P) 는 식물과 균류에 풍부하게 존재하

며,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물도 가지고 있다 (Kim et al., 2007; 

Pata et al., 2010). PhS1P는 마우스 섬유아세포에서 주화성

전이를 촉진하는 특성을 보인다(Kim et al., 2007). 저자는 선

행 연구에서 PhS1P가 인간 섬유아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성장을 

도와주며 신호 단백질을 조절하여 세포사멸억제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부노화억제 물질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2). PhS1P는 고체 형태로 일반 화장품 원료에 비해 물

이나 오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피부에 

그 효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피흡수율이 높은 제제

화를 통하여 그 효능을 피부에 전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PhS1P를 실제 화장품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경피흡

수율이 높은 특별한 리포좀을 만들어 화장품 제제화를 확인 하

였다. 또한, 이 리포좀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하여 자발적으로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를 통한 인체시험을 실시하여 피부에 직

접적으로 나타내는 노화완화 효능 평가를 통해 피부노화 개선 

화장품 원료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시험은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PhS1P는 다미화학(Korea)과 Avanti Polar 

Lipids (USA)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나노리포좀을 만드

는데 사용한 주요 성분으로 Hydrogenated Lecithin (Lipoid 

S75-3, Lipoid, Germany), Lysophosphatidylcholine 

(Neuropid, Korea), Sucrose Laulate (L-1695, Mitsubishi, 

Japan)을 각각 사용하였다.

2. PhS1P 나노리포좀 제조

나노리포좀을 특별히 화장품과 같은 피부에 적용하는 제형으

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피부투과 흡수, 입자크기, 입자

표면 전하, 제타전위의 크기, pH 등의 리포좀 특성을 최적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지질에 콜레스테롤을 첨가하여 

리포좀을 만들면 지질막이 견고해지면서 막내부에 포집된 성

분이 쉽게 방출되지 않는 등 리포좀 막이 물리적으로 안정해지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Lopez-Pinto et al., 2005). 이런 원리

로 PhS1P 성분을 함유한 나노리포좀을 피부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었는데, 사용한 계면활성제로 리조레시친, 하이드로지네

이트레시친, 수쿠로즈 라울레이트, 용매로 물, 알코올, 글리세

린과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를 사용

하여, 80℃에서 용해 후 T.K Auto Homo Mixer (T.K, Japan)

를 사용하여 3,500 rpm / 5 min 간 교반 후 고압미세 유화기

인 Microfluidizer (M-110F, Microfudics, USA)로 1,000 바

에 연속 3회 통과시킨 후 냉각, 탈포시켜 나노리포좀을 얻었다.

제조된 나노리포좀은 입도분포(ELS-Z, Photal, Japan)를 

측정하고, 입자모양을 관찰하기 위해 SEM 사진(JEM1010, 

JEOL, Japan)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나노리포좀 안에 

PhS1P의 존재 유무를 HPLC (Agilent 1200, Germany)를 통

해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된 PhS1P 나노리포좀의 경피 흡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8주 정도의 암컷 무모 기니아피그(strain IAF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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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BR)를 이용하였다. 기니아피그의 복부 피부를 절취한 후 

Franz-type diffusion cell (Lab fine instruments, korea)

에 장착하여 실험하였다. Franz-type diffusion cell의 리셉

터 용기(5mℓ)에 50 mM인산염 완충액(pH 7.4, 0.1 M NaCl)

을 넣어준 후, diffusion cell을 32℃, 600 rpm으로 혼합, 분산

시켜 주었으며, 상기 PhS1P 나노리포좀 50 µℓ를 도우너 용기

에 넣어 주었다. 미리 예정한 시간(12 hr, 24 hr)에 따라 흡수 

확산 시켜 주었으며, 흡수 확산이 일어나는 피부의 0.64 cm2

가 되게 하였다. 유효성분의 흡수확산이 끝난 후에는 건조된 킴

와프스 또는 10 mℓ의 에탄올로 흡수되지 못하고 피부에 남

아 있는 유화물을 씻어주고, 팁-타입 균등기를 사용하여 유효

성분이 흡수 확산되어 있는 피부를 갈아준 후, 피부 내부로 흡

수된 PhS1P 나노리포좀을 4 mℓ의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액을 0.45 µm 나일론 멤브레인(nylon 

membrane) 여과막으로 여과하고, 다음 조건으로 HPLC를 활

용하여 함량을 측정하였다.

제조된 나노리포좀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PhS1P 나노리포좀 함량을 1.5%로 하여 세럼 제형을 제조

하였다. 1.5%함량은 선행 연구에서의 in-vitro 테스트결과와 

자사에서 PhS1P 나노리포좀이 농도별로 함유된 제품을 제조

하여 간이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하여 유효성에 대한 경향을 파

악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으로 결정하였

다. 일반적으로 세럼 제형은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제

품으로 피부 노화 현상을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

다. PhS1P 나노리포좀외의 성분은 세럼 제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구성하였다. 피부 노화 제품에의 효능을 알

아보기 위해 시험 항목으로 피부탄력, 피부두께, 진피치밀도 개

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였다. 

3. 피험자 선정 및 인체적용방법

인체적용시험은 대외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의 표준 작업지

침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인체적용시험은 보통의 경우 시험군

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지만 기능성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품에 의한 효능을 알아보는 경우 사용 전과 후의 인체적용시

험으로 제품 자체의 효능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

서도 PhS1P 나노리포좀이 함유된 제품 자체의 효능을 알아 보

기 위해 사용 전과 후의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은 피험자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시험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전에 구두로 충분히 공지하였고 자

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피험자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참

여동의서를 받고 시험을 실시하였다. 세럼 제품의 임상을 위해 

최종 21명의 여성 피험자를 선정하여 제품의 피부탄력, 피부두

께, 진피치밀도 개선효과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전체 연령대의 고객들이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피부노화 현상 

중 하나이므로 전 연령대에서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0대

에서 50대(평균나이 46.2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

하였다. 피험자는 인체적용 시험기간 중 총 4회(인체적용시험 

시작 전 0주, 사용2주, 사용4주, 사용8주 후) 방문하였다. 

인체적용 시험자는 방문 12시간전부터 기초제품 사용 및 화

장을 금지하였다. 인체적용 시험은 공기의 이동이 없고 직사광

선이 없는 항온항습 (20~24℃, 40~60% RH) 조건에서 시행

하였으며, 세안한 후 30분간 항온항습 조건에서 안정을 취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4. 피부탄력측정

피부탄력 기기평가는 탄력을 측정하는 장비인 Cutometer 

MPA580 (Courage and Khazaka, Germany)은 지속적인 음

압으로 측정시간 동안 probe속으로 피부가 빨려 들어간 뒤 음

압이 제거되면 피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이용

하여 탄력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기기에 연결된 2 mm

직경의 probe를 피부에 밀착시키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측정조건으로 mode 1을 사용하였다. 

Mode 1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450 mbar의 음압, suction 

Time 2 sec, relaxation Time 2 sec이며 연속적으로 3번 측정

한 뒤 산술평균을 구하여 측정결과를 얻었다. 측정단위는 임의

의 단위 A.U. (arbitrary unit)이다. 본 시험에서는 탄력효과

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 R2 (순수탄력, net 

elasticity)을 사용하였다. 

개선율 (%)= 
시료 사용 후 측정값-시료 사용 전 측정값

시료 사용 전 측정값  
× 100

5. 피부두께, 진피친밀도 측정

피부두께, 진피치밀도 기기평가는 20MHz의 고해상도

의 초음파를 영상화하는 장치인 Dermascan-C (Cortex 

Technology, Denmark)에 초음파 검사용 젤을 바르고 probe

를 피부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약간 눌러 볼 부위에서 측정하

였다. 분석 범위는 표피 바로 아래에서 피하지방층 윗부분으로 

한정하였으며, 진피치밀도를 의미하는 파라미터인 intensity를 

측정 및 분석하였고 피부두께도 병행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피

부두께와 진피치밀도가 높으면 측정값이 높아지고, 낮으면 측

정값이 낮아진다.

개선율 (%)= 
시료 사용 후 측정값-시료 사용 전 측정값

시료 사용 전 측정값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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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 방법

기기 측정값을 paired t-test를 통해 시료 도포 전 / 후 유의

성 여부를 가설평균 차 5% (p<0.05)로 확인하였으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Microsoft Excel version 2007 software를 이용하

였다.

7. 피험자의 안전성 평가

연구자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피부 이상반응의 존재여부를 면

밀히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심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였다.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는 홍반, 부종, 인설, 가려

움, 자통, 작열감, 뻣뻣함, 따끔거림 등의 유무를 함께 판정하

였으며, 두 피부과 전문의의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상

반응은 높은 단계를 선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PhS1P 나노리포좀의 입자 분포

PhS1P가 0.1% 함유된 나노리포좀을 제조하여 그 입자 분

포를 Photal, ELS-Z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입자의 크기가 

158.4 nm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포간 지질 사이가 100-200 nm인데 PhS1P 함유한 나노리

포좀의 입자사이즈가 158.4 nm로 경피흡수가 양호한 나노리포

좀이 만들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PhS1P 나노리포좀의 입자 사진

제조된 나노리포좀의 입자 크기가 너무 미세하여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동결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찍은 것이다(그림 2). 사진에서 보듯이 볼록하게 올라

와 있는 것이 나노리포좀으로 나노리포좀이 잘 형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제조된 나노리포좀의 안정도를 

일반적인 화장품 제제 안정도 테스트방법 중 45℃와 -4℃에 

테스트한 결과 2개월간 나노리포좀 제형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하였다(미츠이타케오, 2004). 

3. HPLC 분석 결과

제조된 나노리포좀안에 PhS1P가 잘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PLC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기는 Agilent 1200을 사용

하고, column은 ZORBAX Eclipse XDB-C18, 5 µm size, 4.6 

mm x 150 mm를 사용하고, 이동상은 Methanol과 정제수를 

50% : 50% 사용하였다. 유속은 0.8 mL/min으로 하고, 30℃ 

온도에서 stop time으로 10 min으로 하였다. 샘플은 표준물질

은 methanol 과 정제수를 95:5로 하였으며 시료 또한 동일 조

건으로 하고 1시간동안 sonication 처리를 하였다. 

분석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상기 조건으로 standard 

물질과 본 실험에서 진행한 PhS1P 나노리포좀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제조

된 나노리포좀안에 PhS1P가 존재함을 보여주어 안정적인 제제

화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PhS1P 나노리포좀의 경피 흡수촉진 효과 실험

제조된 나노리포좀의 경피 흡수촉진 효과 실험(Franz-type 

diffusion cell)을 진행하여 피부 침투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표 

Sample 1 Sample 2 Samp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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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S1P	나노리포좀의	입자분포.

liposome

그림 2.	PhS1P	나노리포좀의	리포좀	입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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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나노리포좀은 레시친만으

로 제조하는 일반적인 나노리포좀과는 달리 리조레시친을 혼용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두개의 나노리포좀의 경피흡수량을 비교

한 결과 일반 레시친을 사용하여 제조시 경피흡수량이 0.3412

을 나타내었는데, 리조레시친을 혼용 사용하여 제조한 결과 

0.4512로 약 30%의 경피흡수율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PhS1P 성분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나노리포좀을 만들 수 있었으며, 2개월간 안정도를 체크한 결과 

시간에 따른 안정도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입자 분포

를 통하여 그 평균 크기가 158.4 nm로 세포간지질을 무난하게 

잘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피투과 흡수량 테스트 결과 경피

흡수가 양호하게 잘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나노리포좀은 피부유사형태인 피토스핑고신-1-포스페이트와 

레시친, 당에스데르가 어우러져 분자량이 큰 액티브물질도 적은 

양으로도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PhS1P 가 함유된 나노리포좀을 유효성분

으로 하는 화장품 제형을 만들어 인체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5. 인체적용시험 결과

PhS1P함유 나노리포좀이 함유된 제품의 인체적용시험결과 

cutometer를 이용한 피부탄력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시료 사

용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5)으로 시료 사용 

2주 후 15.87%, 사용 4주 후 27.34%, 사용 8주 후 31.57%의 

피부 탄력 개선율을 나타내었다(그림 4). 따라서 인체적용시험

에 적용된 PhS1P가 함유된 나노리포좀을 사용한 제품은 사용 

2주 후, 사용 4주 후, 사용 8주 후 피부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Dermascan-C를 이용한 피부두께 측정

값을 분석한 결과, 시료 사용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P<.05)으로 시료 사용 2주 후 9.51%, 사용 4주 후 13.95%, 

사용 8주 후 17.67%의 피부두께 개선율을 나타내었다(그림 5). 

따라서 시료는 사용 2주 후, 사용 4주 후, 사용 8주 후 피부두

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시료 사용 전

에 비하여 시료 사용 2주 후 3.1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5)으로 사용 4주 후 3.77%, 8주 후 5.03%의 진피치밀도 

개선율을 나타냈다(그림 6). 또한, 그림 7에 사진자료로써 그 

효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료는 사용 4주 후, 사용 8주 후 

진피치밀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피부 이상반응 평가 및 피험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평가 결과, 시료는 평가 기간 동안 특별한 

피부 이상반응[수포 등의 인체적 징후와 가려움 등의 환자가 호

소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PhS1P 나노리포좀을 포함하는 화장품 

제형이 다양한 피부노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

을 보여주어 화장품원료로 적용 가능한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화장품 소재를 찾고 있는 화장품 

기술자들에게 세포신호전달 물질인 PhS1P를 함유한 나노리포

좀이 피부개선효과를 보임으로 다양한 세포신호전달물질에 대

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피부노화에 관심이 많은 화장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

고 제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효능을 가지는 소재

개발에 대한 욕구는 화장품 기술자들에게는 더욱 깊어지고 있

다. 피부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소재개발, 제

제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소재인 Phytosphigosine-1-phosphate

를 화장품에 적용하고자 선행 연구의 후속 실험으로 진행되었

다. 선행 연구에서 저자는 신호전달물질인 Phytosphigo sine-

표 1.	PhS1P	함유	나노리포좀의	경피투과	흡수량

샘플 경피흡수량(ug) 경피흡수증가율(%)

PhS1P 나노리포좀 0.4512 30.02

일반리포좀 0.3412 -

A) 컬럼: C18 (5 mm×150 mm, 5 um)
B) 이동상: 메탄올: 무수에탄올혼합액 = 13 : 7
C) 유속: 5 ul/min, D) 검출기 : UV 275 nm

PhS1P

PhS1P

mAU

mAU
3

2.5

2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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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5 1 1.5 2 2.5 3 3.5 4 4.5 min

0.5 1 1.5 2 2.5 3 3.5 4 4.5 min

(A)

(B)

그림 3.	PhS1P	나노리포좀의	HPLC	분석	결과.	
(A)	Standard,	(B)	PhS1P	나노리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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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hosphate가 인간 섬유아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성장을 도와

주며 신호 단백질을 조절하여 세포사멸억제를 한다는 것을 확

인하여 화장품 분야의 피부노화억제 물질로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신호전달물질인 Phytosphigosine-1-

phosphate를 함유한 나노리포좀을 제조하여 그 실체를 확인

하고 피부 침투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PhS1P 나노리포좀이 함

유된 화장품 제형으로 다양한 인체적용 실험하여 화장품 소재

로의 효능을 입증하였다. 첫째, PhS1P가 함유된 나노리포좀

을 만들어 입도분포와 SEM 사진 분석, HPLC 분석, 경피흡수

율 측정하였다. 그 결과 PhS1P가 함유된 나노리포좀은 화장품

에 사용하기 용이하게 잘 제조되었으며 피부 침투효과가 우수

한 것을 확인했다. 둘째, PhS1P가 함유된 나노리포좀을 함유

한 세럼을 제조하여 피부노화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

한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부탄력, 피부두께, 진피

치밀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피부자극도 없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소재로 생소한 

Phytosphigosine-1-phosphate를 함유한 나노리포좀 제제화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이 우수한 피부노화완화 효과를 보이고, 또

한 어떠한 피부 자극도 없는 것을 확인 한 결과 우수한 화장품

소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에 대한 연구를 지

그림 4.	피부	탄력	측정결과.

그림 5.	피부	두께	측정결과.

그림 6.	진피치밀도	측정결과.

그림 7.	피부치밀도	측정결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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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피부에 더욱 더 우수한 효능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지

속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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