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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기술은 신규한 지의류 내생 곰팡이 추출물을 포함하는 자외선 차단, 항산화
및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지의류 내생곰팡이의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 5-하이드록시멜레 인
(5-hydroxymellein)은 세포 독성 및 피부 부작용이 없어 안전함

• 미백, 자외선 및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복합기능성 화장품 제조에 유용
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지의류내생곰팡이에서분리한자외선흡수화합물의항산화활성

• 파모트레마 오스트로시넨세(Parmotrema austrosinense)로부터 분리된 신규 지의
류 내생곰팡이 EL000039가기존의 염기서열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곰팡이
가 없어 신종지의류임을 확인함

• 분리한 곰팡이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추출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5-
hydroxymellei을 분리 동정함

• 내생곰팡이 EL000039로부터 분리된 5-hydroxymellein은 아스코브산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낮은 IC50 값)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항산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

• 파모트레마 오스트로시넨세(Parmotrema austrosinense)로부터 분리된 신규 지의
류 내생곰팡이 EL000039가기존의 염기서열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하는 곰팡이
가 없어 신종지의류임을 확인함

• 분리한 곰팡이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추출하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5-
hydroxymellei을 분리 동정함

• 내생곰팡이 EL000039로부터 분리된 5-hydroxymellein은 아스코브산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낮은 IC50 값)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항산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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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보호 효과및 미백효과

• HaCaT 세포에 자외선(UVB)를 45초간 조사한 후에 여러 농도별로 5-
hydroxymellein을 처리한 결과 대조구로 사용한 ASA에 비하여 자외선에 노출된 세
포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함

• 또한, MSH(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20nM 처리로 멜라닌 생합성을 유도한
B16F1 세포에 5-hydroxymellein을 처리한 결과 대조구로 이용한 ASA 보다 멜라닌
색소 합성 저해가 뚜렷하게 나타나 미백효과 역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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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ield or Comparative analysis

Inventor Information

TRL

• 미백, 자외선 차단제 또는 항산화 용도로 화장품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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