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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노화의 징후를 방지할 수 있고,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경적인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을 촉

진시키는 성분을 갖는 화장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조성물은 로즈마리로부터의 1종 이상의 성분 또는 추출물; 센텔라, 에치

나세아, 알피니아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의 1종 이상의 성분 또는 추출물; DNA 복구 효소; 및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을 포함하는 천연 성분을 포함한다.

색인어

국소 화장용 조성물, 노화, DNA 복구 메카니즘, 천연 식물 물질

명세서

본 출원은 2003년 10월 10일에 출원된 제USSN 60/510,307호 (이의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혼입됨)에 대한 우선권을 청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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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피부 세포를 복구하는 DNA 복구 메카니즘을 자극하는 물질을 혼입시킨 국소 화장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개

시되는 조성물 및 방법은 조기 노화의 징후를 방지, 경감 또는 역전시키고(거나)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조성물을 사용하여 환경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시키고, 조기 노화의 징후를 방지하는 피부의 선천적인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 본 조성물은 천연 식물 물질로부터 유래된 천연 활성 성분뿐 아니라 DNA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효소를 포함한다.

피부는 2개의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질층 또는 표피는 피부의 최상부 또는 외부 층이다. 각질층의 주요 기능은 보

호 커버링을 제공하고, 수성 내부로부터의 증발성 수분 손실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장벽 기능으로 언급한

다. 각질층은 기계적인 손상, 외래 화학물질의 진입 및 미생물에 의한 공격에 대해 보호한다. 또한, 이는 입사되는 자외선

B 조사의 80% 초과를 차단하는, 자외선에 대한 첫번째 방어를 제공한다.

진피는 표피 아래에 놓여 있으며, 피부의 두께의 90%를 차지한다. 진피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치밀 그물망을 함유하여,

피부에 강도 및 탄력을 제공한다. 섬유모세포는 진피 중에 존재하는 주요 세포 유형을 구성한다. 섬유모세포는 콜라겐, 엘

라스틴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예컨대, 히알루론산)을 비롯한 진피 매트릭스 구성성분의 합성 및 분비를 담당한다. 콜라

겐이 피부에 강도를 제공하고, 엘라스틴이 이의 탄력을 제공하는 한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피부 수분 및 탱탱함을 유지

시킨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손상을 복구해야 한다. 환경적인 요인은 노화, 주

름살, 피부 착색 및 변성 피부 상태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광선 및 UV선에의 노출이 조기 노화의 증상의 90%에 해당

하는 피부 손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중요하게는, 산소, 태양광선, 및 기타 환경적 또는 생활방식 스트레스에의 노

출은 자유-라디칼의 형성을 유도한다. 자유-라디칼은 피부의 결합 조직 (콜라겐 및 엘라스틴)을 분해시키는 원인이 되는

메탈로프로테아제, 예컨대 콜라게나제를 활성화시켜 주름살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조기 노화이다. 자유-라디칼 손

상은 또한 진피 층의 두께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피부 처짐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의 처짐은 노화의 첫번째 대부

분의 가시적인 징후이며, 주름살 및 주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태양광선은 메탈로프로테이나제의 과다발현을 유발시킴으로써 비정상 엘라스틴의 축적을 일으킬 수 있다. 정상적으

로는, 메탈로프로테이나제는 콜라겐의 제조 및 재형성에 의해 태양-손상된 피부를 리모델링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재생성

방법을 피부에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름살 또는 일광성 흉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태양에의 노출은 피부의 필수

적인 수분을 빼앗고,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스트레스 받은 장벽을 생성할 수 있다. 수분 손실 및 자극이 증가할수록, 피

부는 민감성, 각질성, 건성이 된다.

산소 및 태양광선이 자유-라디칼 손상의 주된 공급원을 구성하나, 그 밖의 인자들은 담배 연기, 환경적인 독소, 제초제, 살

충제, 기후, 다이어트, 스트레스, 수면 방해, 과도한 알콜 소비 및 공해를 포함한다.

태양으로부터의 UV선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세포 사멸, 돌연변이 및 신생물성 형질전환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들에 의해 이들 유해한 효과의 일부가 비피리미딘 DNA 광생성물의 2가지 주요 부류인, 시

클로부탄 피리미딘 이량체 (CPD) 및 (6-4) 광생성물 (6-4 PP)의 형성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 유기체들은 세포 DNA

로부터 CPD 및 6-4 PP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상이한 경로를 진화시켰다. 이들 경로는 CPD 및 6-4 PP에 대해 고도로 특

이적이거나 비특이적일 수 있는 다양한 절제 복구 경로를 포함한다.

피부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여, 피부의 외관 및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장용 조성물 및 화장 방법

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실제적인 노화의 가시적인 징후 및 풍화된 피부, 예컨대 주름살, 주름, 늘어짐, 과다

색소침착 및 검버섯을 치료하거나 지연시키는 "노화 방지" 화장품을 찾는다. 또한, 소비자들은 노화 방지 이점 이외에 화장

품으로부터 다른 이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 "민감성 피부"의 개념은 민감성, 건성 및(또는) 각질성 피부의 외관 및 상태를

향상시키고, 홍조 및(또는)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소비자들은 또한 점, 여드름, 반

점 등을 치료하거나 피부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화장품을 원한다.

피부 치료를 위한 다양한 노화 방지 화장품이 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 구성성분으로서 천연 성분을 사용하여 피

부, 모발 및(또는) 손톱에 노화를 방지하거나 다시 젊어지게 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국소 적용 화장용 조성물에 대

한 요구가 남아있다. 비-천연, 화학 합성 제품은 환경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에, 천연 제품은 화학 합성 제품보다 순수하고, 저자극이며, 우수한 것으로 인식된다. 식물 또는 허브로부터 추출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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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제품은 자유-라디칼 손상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자유-라디칼 제거제를 함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

가로, 이들은 진피에서의 손상된 결합 조직 구조체 및 표피에서의 장벽 기능의 합성 및 회복을 자극하는 제제를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천연" 공급원, 예컨대 식물 또는 허브로부터의 화장품의 이점을 전달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들 공급원

으로부터 실제 이득을 유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식물/허브 추출물 또는 성분의 확인, 이들의 최소 활성 농도 및 노화 방지

및(또는) 피부 향상 이점을 추가하는 기타 성분과의 조합 중에서의 이들의 추가적인 활성 또는 상승작용 활성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박피제, 예컨대 레티노이드 (예를 들어, 트레티노인, 레티놀 및 레티날), 카르복실산, 예컨대 α-히드록시산 (예

를 들어, 락트산, 글리콜산), β-히드록시산 (예를 들어, 살리실산), α-케토산, 아세트산 및 트리클로로아세트산, 1-피롤리

돈-5-카르복실산, 카프릴로일 살리실산, α-히드록시 데칸산, α-히드록시 옥탄산, 글루코노락톤, 메톡시프로필 글루콘아

미드, 옥살산, 말산, 타르타르산, 만델산, 벤질산, 글루콘산, 벤조일 퍼옥시드 및 페놀, 그 밖의 것과 관련된 빈번한 자극 문

제를 추가로 설명한다. 박피제 및 기타 성분은 또한 환경 조건, 예컨대 태양광선, 바람, 차가운 온도 및 건조한 공기에 피부

의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미 존재했던 피부 질환에 공헌할 수 있는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노화 방지, 항산화, 항자극, 항염증 및(또는) 미적 향상 특성을 갖는 국소 사용을 위한 화장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은 통상적인 박피제와 충돌될 수 있는 자극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간단한 요약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 중에,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Rosmarinus officinalis)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센텔라(Centella), 에치나세아(Echinacea), 알피니아(Alpinia)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 및 DNA 복구 효소를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을 제공한다.

특정한 실시양태에서, 국소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Echinacea angustifolia)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알피니아

스페시오사(Alpinia speciosa)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및 리포좀-캡슐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국소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리포좀-캡슐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조성물은 피마자씨유, 감초 뿌리 추출물, 해초 추출물, 레몬 추출물, 오이 추출물, 해바라기씨 추출물, 가수분해된 귀리, 귀

리 (아베나 사티바(Avena sativa)) 커넬 추출물, 달맞이꽃 추출물 (예를 들어, 루나화이트 비(Lunawhite B)), 가수분해된

대두 단백질, 효모 추출물 (예를 들어, 토니스킨(Toniskin)), 렌티누스 에노데스(Lentinus enodes) 추출물 (예를 들어, 퍼

미스킨(Fermiskin), 페릴라 오시모이데스(Perilla ocymoides) 잎 추출물 (예를 들어, 시소(Shiso) 추출물), 님파에아 알바

(Nymphaea alba) 꽃 추출물 (예를 들어, 님펠린(Nympheline)), 실크 단백질 및(또는) 이들의 조합물 또는 유도체를 포함

할 수 있고,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및(또는) 기타 화장용 활성 제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식물 또는 식물성

성분에 적합한 공급원은 바르넷 프로덕츠 코포레이션 (Barnet Products Corp.; Englewood Cliffs, NJ)이다.

활성 성분은 종자, 침엽, 잎, 뿌리, 껍질, 열매, 줄기, 뿌리줄기, 유합조직 세포, 원형질체, 기관 및 기관계, 또는 분열조직으

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활성 성분은 다양한 형태로 본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순수한 성분 또는 반-순수

한 성분, 고체 또는 액체 (예를 들어, 오일) 추출물 또는 유도체, 또는 고체 식물 물질을 포함한다. 식물 물질은 또한 다양한

아형, 예컨대 완전체, 저민 형태, 분쇄 형태 또는 파쇄 형태로 혼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을 화장용으로 유효한 양으로 피부에 국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추가 측면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UV선 또는 기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전형적으로 노출되는 피부 영역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거나) 노화의

징후를 방지 또는 역전시키는 피부의 선천적인 능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은 하루에 1회 이상의 빈도로 피부에 적용할 수 있다. 화장용 조성물을 하루에 1회 피부에 적용하

는 경우, 저녁에 조성물을 적용하는 것이 피부에 추가의 환경적인 손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화장용 조성물은

노화 방지 이점 및(또는) 향상된 미적 외관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기간 동안 피부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

서, 조성물을 하루에 1회 이상, 14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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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목적하는 기간, 예컨대 14일에 적합한 화장용 조성물의 양을 제공하는 치료 처방에 적합한 키트를 고려한

다. 이 실시양태에 따라, 키트는 각각의 바이알이 본 발명에 따른 화장용 조성물의 단일 사용에 적합한 양을 함유하는, 복

수의 바이알을 함유하는 패키지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키트는 각각의 바이알이 피부에 단일 적용하기 위한

화장용 조성물의 충분한 양을 포함하는, 14개의 바이알을 갖는 패키지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 및 첨부되는 청구의 범위에서 언급되는 모든 %는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중량/중량으로 표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피부 잔주름의 감소를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도 1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피부 잔주름의 감소를 도

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향상된 피부 매끄러움 (즉, 촉각적

거침의 감소)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2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

의 향상된 피부 매끄러움 (즉, 촉각적 거침의 감소)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향상된 피부 투명도를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도 3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향상된 피부 투명도를 도

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4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감소된 피부 건조함을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도 4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감소된 피부 건조함을 도

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증진된 피부 보습을 도시하는 그래

프이다. 도 5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보습도(%)를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2시간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피부 수분 함량의 증가를 보여준

다. 도 6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2시간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피부 수분 함량의 향상(%)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7a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적용 전의 대상체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도 7b는 본 발명의 조성물을 14일의 기간에 걸쳐 매

일 적용한 후의 대상체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도 8a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적용 전의 대상체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도 8b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14일의 기간에 걸친 매

일 적용 후의 대상체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명확하고 일치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하기의 정의를 제공한다.

"노화의 하나 이상의 징후의 향상" 및 "노화의 징후의 향상"은 노화의 징후를 방지, 저지, 역전, 완화, 감소 및(또는) 경감시

키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본원에서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노화의 대표적인 징후는 주름, 잔주름, 주름살, 눈가 주름, 눈

가의 다크 서클, 반점, 검버섯, 팽창 선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피부의 외관 향상" 및 "피부의 미적 외관 향상"은 피부의 외관의 미적 향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본원에서 교환적으로 사용

된다. 대표적인 향상은 피부 두께, 탄력, 복원력, 보습, 매끄러움, 톤, 결, 빛남, 광택, 밝음, 투명함, 윤곽, 단단함, 팽팽함,

유연함, 부드러움, 민감성, 모공 크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관련된 바람직한 특징 및(또는) 특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

지 않는다. 이들 용어는 또한 불리한 피부 상태에서의 향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피부 상태의

원인이 되는 것 또는 이들로부터 기인한 것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불리한 상태는 건선, 습진, 지루, 피부염, 일광화상, 에

스트로겐 불균형, 과다색소침착, 색소침착저하증, 변색, 황변, 주근깨, 피부 위축, 피부 뾰루지, 피부 여림, 건조함,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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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균열, 늘어짐, 얇아짐, 과다형성, 섬유화, 모공 확장, 셀룰라이트 형성, 멍듬, 여드름 형성, 아폽토시스, 세포 분화, 세

포 탈분화, 종양 유도 또는 종양 진행의 방지, 바이러스 감염, 진균성 감염, 박테리아 감염, 거미 정맥 (모세혈관확장), 다모

증, 장미증, 소양증, 가골, 사마귀, 티눈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 중에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센

텔라, 에치나세아, 알피니아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 및 DNA 복구 효소를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국소 조성물의 적용은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양한 노화 방지 및 피부 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성분들의 조합이 본원에서의

개별적인 성분에 비해 유의한 노화 방지 및 피부 결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분 조합물의 국소 적용은 이 중의

개별적인 성분들의 적용에 비해 부가적이거나 상승적인 이점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노화 방지 및 향상된 미적 외관과 관련된 피부에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자연 노화, 호르몬

성 노화 및(또는) 일광노화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노화의 징후를 방지, 저지, 역전, 완화, 감소, 경감 또는 향상시

키기 위한 피부 치료에서의 이들의 사용을 위한 국소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노화의 징후는 피부 여림; 콜라겐 및(또

는) 엘라스틴의 손실; 피부에서의 에스트로겐 불균형; 피부 위축; 잔주름을 비롯한 주름 및(또는) 주름살 외관 및(또는) 심

화; 피부 변색, 예컨대 눈가의 다크 서클; 눈가 주름; 피부 늘어짐; 피부 피로감 및(또는) 스트레스, 예를 들어, 공해 및(또

는) 온도 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뾰루지; 피부 건조함, 피부 건조함으로 인한 잔주름, 피부 거침; 피부

각질화; 세포 노화; 피부 톤, 탄력, 투명함, 발광 및(또는) 광택의 손실; 피부 단단함의 손실; 불량한 피부 결; 피부 탄력 및

(또는) 복원력의 손실; 얇은 피부 및 염증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피부의 미적 외관에의 이점 및 향상은, 모공 크기, 잔주름, 주름살, 촉각적 거침 및 염증의 감소; 피부 톤, 빛남, 투명함 및

(또는) 팽팽함의 향상; 항산화제 활성의 촉진; 피부 단단함, 탱탱함, 유연함, 및(또는) 부드러움에서의 향상; 프로콜라겐 및

(또는) 콜라겐 생성에서의 향상; 피부 결의 향상 및(또는) 재조직화의 촉진; 피부 장벽 복구 및(또는) 기능에서의 향상; 피

부 윤곽의 외관에서의 향상; 피부 광택, 투명함 및(또는) 밝음의 회복; 노화 및(또는) 폐경기에 의해 감소된 피부에서의 필

수적인 영양분 및(또는) 구성성분의 보충; 피부 세포 사이의 소통의 향상; 세포 증식 및(또는) 증가에 있어서의 증진; 노화

및(또는) 폐경기에 의해 감소된 피부 세포 대사에서의 증가; 피부 보습에서의 향상; 세포 전환의 촉진 및(또는) 가속화; 피

부 두께의 강화; 피부 탄력 및(또는) 복원력에서의 증가; 및 알파 또는 베타 히드록시산, 케토산 또는 기타 박피제를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박피화의 증진 중 하나에서 임의로 입증할 수 있다.

기타 이점은 피부 매끄러움 및(또는) 부드러움의 증가, 피부 상태의 인지의 증진, 피부 수분의 증가, 피부 스트레스 및 잔주

름의 감소, 밝음의 증가, 피부 결 및 피부 단단함의 향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국소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로부터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로즈마

리(Rosemary) 추출물); 센텔라, 에치나세아, 알피니아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또는 이들의 혼합

물; DNA 복구 효소; 및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로부터의 성분 또는 추출물 (예를 들어, 로즈마리 추출물)을 포함한다. 로

즈마리로부터의 성분은 노화 방지, 항암, 항염증, 항생제 특성 및(또는) 낮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로즈마리 중의

활성 성분은 우르솔산, 카르노솔, 카르노스산, 로즈마린산 및 올레아놀산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로즈마리누

스 오피시날리스 중의 활성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 다발 구조 및 탄력을 회복시키고(거나) 주름, 잔주름, 주름살 및(또는) 검

버섯의 외관을 방지 또는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중 일부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분해에 원인이 되는 메탈로

프로테이나제 효소의 효소 활성을 하향조절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우르솔산 및 카르노스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항산

화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로즈마리 추출물 성분은 카르나솔, 카르노스산, 로즈마린산 및 우르솔산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우르솔산은 피부에 내유성 장벽을 형성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있는 항염증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우르솔산 및 올레아놀산 역시 종양 촉진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이들 제제들을

사용하여 피부 암의 발병 또는 촉진에 대하여 보호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우르솔산을 함유하는 그 밖의 식물 또는 식물성 공급원은 홀리 바질 (툴시(tulsi); 오시뭄 산크툼

(Ocimum sanctum)), 빌베리 (바시눔 미르틸루스(Vaccinum myrtillus)), 악마의 발톱 (하르파고피눔 프로쿰벤스

(Harpagophytum procumbens)), 엘더 플라워 (산부쿰 니그라(Sambucus nigra)), 페퍼민트 잎 (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페리윙클 (빈카 마이너(Vinca minor)), 라벤더 (라벤둘라 아우구스티폴리아(Lavendula augustifolia)), 오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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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오리가눔 불가레(Origanum vulgare)), 타임 (티무스 불가리스(Thymus vulgaris)), 산사나무 (크라타에구 라에비가타

(Crataegu laevigata)), 체리 라우렐 잎 (프루누스 라우로세라수스(Prunus laurocerasus)) 및 적설초 (글레초마 헤데라세

아(Glechoma hederacea))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센텔라, 에치나세아, 알피니아로부터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성분

또는 추출물은 이들 속 군의 임의의 종 구성원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국소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카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및 리포좀-캡슐

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국소 조성물은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식물 성분

또는 추출물; 및 리포좀-캡슐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센텔라 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히드로코틸(Hydrocotyl) 속에 속하며, 또한 고투 콜라(Gotu Kola) 또는 인디안 페니워

트(Indian Pennywort)로서 공지되어 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3개의 트리터펜인, 아시아트산, 마데카스산 및 아시아티

코시드를 비롯한 여러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성분은 여러 인지된 특성으로 인하여 유용한 주름살-

방지/노화 방지 성분인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센텔라 제제는 이들이 콜라겐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합성을 증가

시키고, 결합 조직 리모델링 및 탄력을 증가시키고, 섬유모세포 활성 및(또는) 대사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시되는 경우, 결

합 조직 상에서 작용하며, 또한 항염증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로, 센텔라 트리터펜은 자유-라디칼-유도된

콜라겐 분해를 투여량-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개의 트리터펜 중에 아시아티코시드는 콜라겐 합성을 유

도하고, 비타민 E, 비타민 C, 수퍼옥시드 디스뮤타제, 카탈라제 및 굴루타티온 퍼옥시다제의 효소적 및 비-효소적 항산화

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센텔라는 항염증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습진 및 소수의 소양증 및 벌레

물림을 치료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에치나세아 또는 콘플라워는 3가지 이상의 변종인, 에치나세아 푸르푸레아(Echinacea purpurea), 에치나세아 안구스티

폴리아 및 에치나세아 팔리아(Echinacea pallia)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존재하는 전체 에치나세아 추출물 및

에치노시드, 카페오일 유도체는 피부 결합 조직 상에 보호 효과를 제공하고, 상처 치유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교시된다. 에

치나세아 중의 성분은 또한 항-박테리아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며, 피부에서의 홍조를 감소시키고, 습진, 벌레 물림 및 건

선과 같은 상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피니아는 뿌리줄기 허브이다. 대표적인 알피니아 구성원은 알피니아 갈란가(Alpinia galanga), 알피니아 카츄마다이

(Alpinia katsumadai), 알피니아 오피시날리스(Alpinia officinalis), 알피니아 옥시필라(Alpinia oxyphylla), 알피니아 푸

르푸레아타(Alpinia purpureata),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및 알피니아 제룸베트(Alpinia zerumbet)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

한되지 않는다. 알피니아 종은 콜라겐 합성 및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NF-kB 경로에 의해 조절되는 프로세스에서의 콜라

겐 및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콜라게나제 및(또는) 엘라스타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최근 알

피니아 오피시나룸으로부터의 디아릴헵타노이드가 미토겐 활성화된 단백질 키나제인 p44/42 및 전사 인자인 NF-kB를

억제하여 전염증성 매개인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헌 [J. Pharmacol. Exp. Ther., 305: 925-931]; 및 문헌

[Intl. J. Cosmetic Science, 21 (2): 71, April 1999] 참조). 유리하게는, 알피니아 추출물은 또한 종양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알피니아 성분 또는 추출물을 사용하여 피부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조

성물은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한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전체 조성물의 약 0.0001 중량% 내지 5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001 중량% 내지 약 0.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1 중량% 내지 약 0.1 중량%의 범위의 집합적인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이의 성분은 조성물의 약 0.0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로즈마리 성분 또는 추출물은 조성물의 전체 중량의 약 0.05 중량% 내지 약 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 중량% 내

지 약 1 중량%,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0.01 중량% 내지 약 0.05 중량%의 범위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센텔라 또는 알피니아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1

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전체 조성물의 약 0.0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005 중량% 내지 약 2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2 중량% 내지 약 0.08 중량%의 범위의 양으로

조성물 중에 존재한다. 별법으로, 또는 추가로, 본 발명은 또한 에치나세아 종 둘 다로부터의 성분 또는 추출물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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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성분 또는 추출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전체 조성물의 약 0.0001 중량% 내지 약 1 중

량%, 바람직하게는 약 0.001 중량% 내지 약 0.1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005 중량% 내지 약 0.02 중량%의 범위

의 양으로 조성물 중에 존재한다.

본 발명의 식물 성분은 식물 추출물로부터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거나, 이들은 혼합물에 존재하는 식물 추출물과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시틴 및 물과의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잎 추출물은 어플라이드 제네틱스 인코포레이티

드 더마틱스 (Applied Genetics, Inc. Dermatics; freeport, NY)로부터의 MEROSPHERES로서 구입가능하다. 물 및 부틸

렌 글리콜 중의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잎 추출물은 마루젠 파마슈티칼즈 캄파니, 리미티드 (Maruzen Pharmaceuticals

Co., Ltd.; Hiroshima, Japan)로부터의 ALPINIA LEAF EXTRACT BG로서 구입가능하다. 디프로필렌 글리콜 및 SD-알

콜 중의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추출물 및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잎 추출물의 조합

물은 액티브 오가닉스 (Active Organics; Lewisville, TX)로부터 ACTIFIRM ULTRA DiPG로서 구입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및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를 포함하는 군의 2종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3종의 구성원으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한 DNA 복구 효소는 염기 절제 복구 (BER), 뉴클레오티드 절제 복구 (NER) 경로, 또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6,368,594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별법의 절제 복구 경로와 관련된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경로는 DNA

절개, 손상부 제거, 갭-충전, 및 라이게이션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인 세트의 단백질에 의해 매개된다.

NER 경로는 손상부를 함유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방출로 인한 손상 부위의 상류 및 하류의 이중 절개 반응을 통해

DNA 손상부 제거를 조직화하는 광범위 분포 손상부의 비-특이적 복구 경로로 구성된다. 손상된 DNA를 제거한 후, 생성

된 갭을 충전하고, DNA 말단을 함께 라이게이션한다.

BER 경로는 DNA 염기 손상의 모든 주요한 형태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이다. 이 경로는 손상되지 않은 DNA의 다양한 풀

내에서 다양한 특이적, 개별적 염기 손상부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BER 경로는 전형적으로 CPD에 특이적인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의 활성화를 포함한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효소는 우선 CPD 5' 피리미딘의 N-

글리코시드 결합을 절단한 다음, β-리아제 메카니즘을 통해 무염기 부위에서 포스포디에스테르 주쇄를 절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DNA 복구 효소는 손상된 DNA, 예컨대 CPD 및 (6-4) 광생성물을 인지하고, 절단하고, 복

구할 수 있는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활성을 갖는다. 이들 효소의 활성은 광-의존성 (예를 들어, 포토리아제) 또는 광

-비의존성일 수 있다. 이 군에서의 예시적인 DNA 복구 효소는 박테리오파지 T4 피리미딘 이량체-특이적 엔도뉴클레아

제 (denV 엔도뉴클레아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에

(Saccharomyces cerevisiae) N-글리코실라제/무퓨린-무피리미딘 리아제, 시조사카로마이세스 폼베

(Schizosaccharomyces pombe) UV 손상 엔도뉴클레아제 (UVDE), 클로렐라(Chlorella) 바이러스 단리물 PBCV-1 피리

미딘 이량체-특이적 글리코실라제 및 아나시스티스 니둘란스(Anacystis nidulans) 포토리아제 및 이의 개질된, 비-비조

작 (예를 들어, 재조합) 효소 생성물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DNA 복구 효소는 또한 BER, NER 또는 별도의 경로로부터의 기타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효소는 O6-메틸구아닌

-DNA 메틸트랜스퍼라제, 우라실- 및 하이포잔틴-DNA 글리코실라제, DNA 엑소뉴클레아제, 손상된-염기 글리코실라제

(예를 들어, 3-메틸아데닌-DNA 글리코실라제), 단독으로 또는 복합체로의 엔도뉴클레아제 (예를 들어, 이. 콜라이 (E.

coli) uvrA/uvrB/uvrC 엔도뉴클레아제 복합체), 및 최근 이들의 활성이 단지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기타 효소 및 효소 복합

체, 예를 들어 인간의 ERCC 유전자의 생성물 및 효모의 RAD 유전자의 생성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DNA 복구 효

소는 우라실 DNA 글리코실라제, 3-메틸아데닌 DNA 글리코실라제, 엔도뉴클레아제 III/티민 글리콜 DNA 글리코실라제,

엔도뉴클레아제 VIII, 파피/8-옥소구아닌 DNA 글리코실라제, A-G-미스매치 DNA 글리코스리아제, G-T 미스매치 DNA

글리코실라제, 포르밀우라실 DNA 글리코실라제, 히드록시메틸 우라실 DNA 글리코실라제, XPC-hHR23B, XPA, RPA,

XPB, TFIIH, XPG, XPF-ERCC1, Rad4-Rad23, Rad14, Rfa, Rad25/Ss12, Rad3, Rad2, Rad1-Rad10, 다양한 DNA 폴

리머라제, DNA 리가제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이들 효소에 대한 예시적인 공급원은 이. 콜라이, 에스. 세

레비지아에(S. cerevisiae), 에스. 폼베(S. pombe), 인간, 원숭이, 마우스, 래트, 햄스터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

는 박테리아 또는 포유동물 세포 공급원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용어 "DNA 복구 효소"는 상기 효소 및 글리코실라제, 무퓨린/무피리미딘 엔도뉴클레아제를

비롯한 현재 공지되어 있거나, 이후에 발견되거나 개발될 기타 효소 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할 수 있는 활성을 갖는 기타

효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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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DNA 복구 효소는 이. 콜라이, 마이크로코쿠스 등과 같은 적합한 공급원으로부터 유래되거나 추출될 수 있다.

DNA 복구 효소는 미국 특허 제5,296,231호 (이의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혼입됨)에 기재된 바와 같이 리포좀 중에 캡슐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세포 용해물로부터 유래된 DNA 복구 효소는 레시틴 및 물을 함유하는 리

포좀 제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어플라이드 제네틱스 인크. 더마틱스 (freeport, NY)로부터의 ULTRASOMES™ 또는

바르넷 프로덕츠 코포레이션 (Englewood Cliffs, NJ)으로부터의 ULTRASOMES-V™로서 구입가능하다. 아나시스티스

니둘란스 포토리아제를 함유하는 리포좀 캡슐화 아나시스티스 니둘란스 용해물을 어플라이드 제네틱스 인크. 더마틱스

(freeport, NY)로부터 PHOTOSOMES™으로서 구입가능하다. 리포좀은 식물성-유래 공급원, 예컨대 대두로부터의 통상

적인 인지질, 올레산 및(또는) 콜레스테롤 헤미숙시네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당업자에게 통상적으로 공지된 기타 적합

한 공급원으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양태는 ULTRASOMES™, ULTRASOMES-V™ 또는 PHOTOSOMES™를 전체 조성물의 약 0.01 %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 내지 약 3 중량%의 범위의 양

으로 혼입시킬 수 있다.

리포좀은 피부의 진피 중으로의 화장용으로 활성인 제제, 예컨대 DNA 복구 효소 또는 본 발명의 식물 또는 식물성 성분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달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에멀젼, 마이크로에멀젼, 나노에멀젼, 나노입자, 미세구, 에토좀, 트

랜스퍼좀 및 니오좀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기타 전달 제제를 리포좀을 대신하여 진피 전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 내에 노화 방지, 항산화, 항염증, 항자극, 항암 또는 기타 피부 보호 특성; 미적 외관 강화 성

질; 및(또는) 증진된 피부 전달 특성을 갖는, 감초, 감초 추출물, 감초 유도체 (예를 들어, 글리시리지네이트); 레몬 추출물;

오이 추출물; 해바라기 씨 추출물; 피마자씨 오일; 귀리 단백질, 귀리 추출물, 가수분해된 귀리; 실크 단백질 (예를 들어, 세

리신); 히알루론산 및 이의 유도체 (예를 들어,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인지질, 스핑고지질, 콜레

스테롤; 및(또는) 기타 성분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 존재하는 성분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추가 화장용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국소 적용을 위한 화장용으로 유용한 비타민, 무기질 및(또는) 항산화제는 항산화 특성을 갖는 식물 성분

및 추출물 (예를 들어, 로즈마리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코시드 등); 비타민 A 및 이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예를 들어, 베

타-카로텐, 레티닐 팔미테이트); 비타민 B3 및 이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예를 들어,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및 이의 전

구체 또는 유도체 (예를 들어, 판테놀); 비타민 C 및 이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예를 들어, 테트라헥실데실 아스코르베이트,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비타민 E 및 이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예를 들어, d-알파-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비

타민 K 및 이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셀레늄 및 이의 유도체 (예를 들어, L-셀레노메티오닌); 및 알파 리포산 (ALA)을 갖

는 식물 성분 및 추출물을 포함한다.

ALA는 효능있는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산화제이며, 종종 물 및 지질 둘 다에서의 이의 활성 및 용해성으로 인해 "만능 항

산화제"로 언급된다. ALA는 또한 피부 세포 중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분해의 원인이 되는 전염증성

NF-kB 경로의 활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비타민 E 및 C의 보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어 세포 내에서 천연적으로 발생되

는 항산화제들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테트라헥실데실 아스코르베이트를 본 발명의 조성물 내에 혼입시킬 수 있다. 테트라헥실데실 아스

코르베이트는 안정하고, 비타민 C의 지용성 에스테르 유도체이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지질 분해를 억제

하며, 비타민 E를 재생하고, 잔주름 및 주름살을 감소시키고, 일광화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아

라키돈산의 발생을 방해하는 유의한 항염증 특성을 갖는 자유-라디칼의 효능있는 항산화 스캐빈저이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판테놀 또는 이의 등가물이 본 발명과의 사용이 고려된다. 판테놀은 항염증 특성을 갖는 효과적인

필름-형성 보습제이다. 판테놀 등가물은 판토텐산의 알콜 유도체, 예컨대 CTFA 화장용 성분 입문서인, 문헌[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Inc., pp. 272-273, 1992]에 기재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최적의 사용

을 위해, 판테놀의 양은 조성물이 적절하게 신속히 건조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다. 조성물 중에 판테놀이 많을수록 이를

피부 또는 기타 표면에 적용하는 경우 조성물이 건조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비타민, 무기질 및(또는) 항산화제는 전체 조성물의 약 0.01 %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1 중량% 내지 약 10 중

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 내지 약 3 중량%의 범위인 집합적인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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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는, 본 조성물은 추가적으로 마취제, 항알레르기제, 항자극제, 항진균제, 항생제, 항염증제, 방부제, 킬레이트제, 착

색제, 탈색제, 에몰리언트, 유화제, 필름 형성제, 향료, 휴멕턴트, 방충제, 윤활제, 보습제; 제약 제제; 광안정화제, 방부제,

피부 보호제, 피부 침투 증진제, 선스크린제, 안정화제, 계면활성제, 증점제, 점도 조정제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을 추가

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피부에 유해한 잠재적인 자극에 대한 항자극 또는 항염증 특성을 갖는 식물 또는 식물성 성분 및 천연, 활성 성

분을 제공한다. 일부 실시양태가 박피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들 제제는 충분한 항자극/항염증 제제가 포함되어 박피제의

자극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 예시적인 항자극제는 알로에 베라, α-비사볼롤, 카페인 또는 기타 잔

텐, 카모마일, 콜라 니타다 추출물, 디포타슘 글리시리지네이트, 글리시리진산 및 이의 유도체, 녹차 추출물, 레시틴 또는

수소화된 레시틴, 감초 추출물, 차나무 오일, 시클로옥시게나제 억제제 (예를 들어, 살리실산, 아세틸살리실산)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스테로이드 또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F-kB 억제제, 스트론튬 아세테이트, 스트론튬 클로라

이드, 스트론튬 니트레이트, 우레아,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항자극제는 디포타

슘 글리시리지네이트, 레시틴 및 수소화된 레시틴을 포함할 수 있다.

항자극 또는 항염증제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전체 조성물의 약 0.01 %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05 중

량% 내지 약 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2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범위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식물 성분, 식물 추출물, 오일,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 항자극제 또는 기타 활성 제제는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

용되는 비히클 중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적합한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

로 허용되는 비히클의 예는 물, C1-C4 알콜, 지방족 알콜, 지방족 에테르, 지방족 에스테르, 글리세린, 글리콜, 식물성 오

일, 광유, 레시틴, 수소화된 레시틴, 리포좀, 적층 지질 물질, 인지질, 폴리글리콜, 폴리올, 프로필 알콜, 실리콘 오일, 식물

성 오일,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은 균질 상 제형의 형태 또는 수중유, 유중수 및 다중, 예컨대 3중

상 에멀젼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에멀젼 또는 마이크로에멀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에멀젼은 박막의

로션 (이는 스프레이 또는 에어로졸 전달에 적합할 수 있음), 크림성 로션, 라이트 크림 및 헤비 크림을 비롯한 광범위한 컨

시스턴시를 포함할 수 있다. 기타 적합한 국소 담체는 무수 액체 용매, 예컨대 오일 및 알콜을 포함하고; 수계 단일 상 액체

용매 (예를 들어, 수화-알콜성 용매계); 무수 고체 및 반고체 (예컨대, 젤 및 스틱); 및 수계 젤 및 무스계를 포함한다.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은 전체 조성물의 약 5% 내지 약 99.9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25% 내지 약

80%, 보다 바람직하게는 조성물의 약 50 중량% 내지 약 70중량%로 함유될 것이며, 조성물의 나머지를 형성하는 기타 화

장용 보조제의 부재하에 조성물의 나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에몰리언트는 보호적인 에몰리언트 코팅을 제공함으로써 피부에 수화 또는 재수화를 유지하는 보습제이다. 에몰리언트는

에스테르, 지방산 및 알콜, 폴리올 및 탄화수소로서의 일반 화학 카테고리 하에 분류될 수 있다. 에스테르는 모노- 또는 디

-에스테르일 수 있다. 지방산 디-에스테르의 대표적인 예는 디포타슘 글리시리지네이트, 디부틸 아디페이트, 디에틸 세바

케이트, 디이소프로필 디메레이트 및 디옥틸 숙시네이트이다. 허용되는 분지쇄 지방족 에스테르는 2-에틸-헥실 미리스테

이트, 이소프로필 스테아레이트 및 이소스테아릴 팔미테이트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삼염기산 에

스테르는 트리이소프로필 트릴리놀레에이트 및 트릴라우릴 시트레이트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직

쇄 지방족 에스테르는 라우릴 팔미테이트, 미리스틸 락테이트 및 스테아릴 올레에이트를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다.

적합한 지방족 알콜 및 산은 약 10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콜 또는 산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알콜, 예컨대 세틸, 미리스틸, 팔미트산 알콜 및 스테아릴 알콜 및 산을 사용할 수 있다.

선형 및 분지쇄 알킬 폴리히드록실 화합물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폴리올을 에몰리언트로서 사용할 수 있다. 대

표적인 폴리올은 부틸렌, 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중합체성 폴리올, 예컨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및 폴리에

틸렌 글리콜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탄화수소를 에몰리언트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질 오일, 바셀린, 스쿠알렌 및 이소파라핀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 12 내지 3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탄화수소 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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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에몰리언트는 부틸렌, 카프릴산/카프르산 트리글리세리드, 피마자 오일, 세테아레쓰-20, 세테아레쓰-30, 세테

아릴 알콜, 세테쓰 20, 세토스테아릴 알콜, 세틸 알콜, 세틸 스테아릴 알콜, 콜레스테롤, 코코아 버터, 디이소프로필 아디페

이트, 글리세린, 글리세릴 모노올레에이트,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이소파라핀,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라놀린, 라놀린 알콜, 수소화된 라놀린, 이소파라핀, 액체 파라핀, 리놀레산, 광유,

올레산, 바셀린, 인지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7 글리세릴 코코에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18 메틸 에

스테르 디메틸 실란,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콜 지방족 알콜 에테르, 폴리옥시프로필렌 15-스테아릴 에테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스테아레이트, 소르비톨, 스핑고지질, 스쿠알렌, 스테아레쓰-2 또는 -100, 스

테아르산, 스테아릴 알콜, 우레아, 백색 바세린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에몰리언트는 전체 조성물의 약 0.005 중량%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약 1.0 중량% 내지 약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휴멕턴트는 물과 결합하고, 피부 표면 상에 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보습제이다. 예시적인 휴멕턴트는 아세틸 글루코사민,

비사카라이드 검, 부틸렌 글리콜, 에톡시디글리콜, 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루코스, 글리세레쓰-26, 글리세린, 글리

세롤, 글리콜, 락티톨, 말티톨, 프로필렌 글리콜, 세리신,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소르비톨, 자일리톨, 소듐 시트레이트, 글루

코스 등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휴멕턴트는 집합적으로 전체 조성물의 약 0.1 중량% 내지 4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2.5 중량% 내지 약 2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범위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 조성물은 1종 이상의 방부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적합한 방부제는 디소듐 EDTA, 벤질 알콜, 메틸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및 이소부틸파라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 내의 기능성 성분의 다른 카테고리는 증점제이다. 증점제는 일반적으로 조성물의 약 0.01 중량%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05 중량% 내지 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1 중량% 내지 1 중량%의 임의의 범

위의 집합적인 양으로 존재할 것이다. 예시적인 증점제는 가교된 폴리아크릴레이트 물질이다. 검, 예컨대 잔탄, 카라기닌,

젤라틴, 카라야, 펙틴 및 개아카시아 콩 검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상황 하에, 증점제 기능은 실리콘 또는 에몰리언트로서

도 기능하는 물질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 센티스토크 초과의 실리콘 검 및 에스테르, 예컨대 글리세롤 스테

아레이트는 이중의 관능성을 갖는다.

분말을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 내에 혼입시킬 수 있다. 이들 분말은 백악, 활석, 고령토, 전분, 스멕타이트 점토, 화학적으

로 개질된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유기적으로 개질된 몬트모릴로나이트 점토, 수화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흄드

실리카, 알루미늄 전분 옥테닐 숙시네이트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기타 부가의 부수적 구성성분을 화장용 조성물 중으로 혼입시킬 수 있다. 이들 성분은 착색제, 유백제 및 향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기타 부가적인 마이너 구성성분의 양은 조성물의 0.001 중량% 내지 20 중량% 이하의 임의의 범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로의 국소 적용에 적합한 임의의 통상적인 형태로 제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 형태는 에어로

졸 스프레이, 크림, 분산액, 에멀젼, 폼, 젤, 액체, 로션, 무스, 연고, 패치, 포마드, 분말, 펌프 스프레이, 고체, 용액, 스틱, 타

월렛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화장용 형태는 수중유 에멀젼인 크림이다. 또한, 유중수 및 실리콘중

수 (water-in-silicon) 에멀젼이 고려된다.

조성물은 이의 점도 및 사용자에 의해 의도된 용도에 맞는 적합한 용기 내에 포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션 또는 크림은

병 또는 롤-볼(roll-ball) 어플리케이터, 또는 추진제-구동 에어로졸 장치 또는 손가락 작동에 적합한 펌프를 장착한 용기

내에 포장될 수 있다. 조성물이 크림인 경우, 변형가능한 병 또는 압착 용기, 예컨대 튜브 또는 뚜껑있는 통 중에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본원에 정의한 바와 같은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조성물을 함유하는 닫힌 용기를 제

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바람직한 기간, 예컨대 14일에 적합한 화장용 조성물의 양을 제공하는 치료 처방에 적합한 키트를 고려한

다. 이 실시양태에서 따라, 키트는 각각의 용기가 단일 사용에 적합한 본 발명에 따른 화장용 조성물의 양을 함유하는, 복

수의 용기를 함유하는 패키지를 포함한다. 용기는 바이알 또는 다른 적합한 보유 장치의 형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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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키트는 각각의 바이알이 피부로의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의 단일 적용에 적합한 상기 화장용 조성

물의 충분한 양을 함유하는, 복수의 바이알을 갖는 패키지를 포함한다. 키트는 화장용 조성물이 피부에 적용되는 날의 수

와 매칭되는 다수의 바이알을 제공하도록 제형화될 수 있다. 별법으로, 키트는 매일 1회 이상의 적용을 위해 제형화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키트는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에의 매일 치료를 위한 14개의 바이알을 함유할 수 있다. 키

트는 조성물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터를 추가로 함유하고, 키트의 사용을 위한 한 세트의 지침서를 추가

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화장용 조성물을 국소 적용함으로써 피부를 치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사용 중에, 소량의 조성

물, 예를 들어 1 내지 100 ml를 적합한 용기 또는 어플리케이터로부터 피부의 노출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필요한 경우, 손, 손가락 또는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여 피부에 펴바르고(거나) 피부 중으로 문지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피부에서의 노화의 징후를 방지, 저지, 역전, 완화, 감소, 경감 또는 향

상시키는 데 화장용으로 유효한 양으로 피부에 국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노화의 징후를 방지, 저지, 역전, 완화, 감소,

경감 또는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노화의 예시적인 징후는 얼굴 주름, 잔주름, 주름살, 눈가 주름, 눈가의 다크 서클,

반점, 검버섯, 팽창 선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나 이로써 제한되지 않는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화장용으로 유효한 양으로

피부에 국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피부의 미적 외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향상은 피부 두께, 탄력, 복원력,

보습, 톤, 결, 빛남, 광택, 밝음, 투명함, 윤곽, 단단함, 팽팽함, 유연함, 부드러움, 민감성, 모공 크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

한 것일 수 있다.

향상은 또한 건선, 습진, 지루, 피부염, 일광화상, 에스트로겐 불균형, 과다색소침착, 색소침착저하증, 변색, 황변, 주근깨,

피부 위축, 피부 뾰루지, 피부 여림, 건조함, 균열, 늘어짐, 얇아짐, 과다형성, 섬유화, 모공 확장, 셀룰라이트 형성, 멍듬, 여

드름 형성, 아폽토시스, 세포 분화, 세포 탈분화, 종양 유도 또는 종양 진행의 방지, 바이러스 감염, 진균성 감염, 박테리아

감염, 거미 정맥 (모세혈관확장), 다모증, 장미증, 소양증, 가골, 사마귀, 티눈,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의 원인이

되는 것 또는 이들로부터 기인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불리한 피부 상태의 향상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노화 및 불리한 피부 상태의 징후는 자유-라디칼 손상, 환경적인 작용원, 공해, 다이어트, 자연 노화, 조기 노화, 호르몬성

노화, 일광 노화,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향상된 노화 방지 특징 또는 불리한 피부 상태를 위해

선택된 본 조성물 및 방법은 메탈로프로테이나제, 콜라게나제, 엘라스타제, 히알루로니다제 및 프로테아제를 포함하나 이

로써 제한되지 않는 노화, 손상, 자유-라디칼의 형성 또는 피부 요소의 분해를 가속화하거나 촉진하는 효소 또는 매개자를

억제하는 활성 성분의 국소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활성 성분은 항산화 활성, 자유-라디칼 제거 또는 항염증 활성을 갖고

(거나)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히알루론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 또는 기타 세포외 매트릭스 요소 또는 NF-

kB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 효소 또는 매개자의 분해를 억제할 수 있다. 활성 제제는 또한 노화와 관련된 기타 신호 전달 경

로, 예컨대 이들 경로와 관련된 매개자 및 조절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억제할 수 있다.

피부의 미적 외관 또는 화장용 외관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본 발명의 국소 조성물을 국소적으로 적용하여 피부의 일반적

인 건강, 생기 및 외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에 적용하여 미세순환, 피부 세포 사이에서

의 소통, 필수 영양분 또는 피부 성분의 재저류를 향상시키거나, 피부 세포의 대사, 증식, 증가, 회전 및(또는) 박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박피는 알파- 또는 베타 히드록시산 또는 기타 박피제, 또는 이들의 조합을 피부의 국소 적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

고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중에 박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항자극제 또는 항염증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중

화제의 부재하에 박피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자극을 중화시킨다.

이하는 본 발명의 비-제한적인 실시예이다.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부분 및 백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실시예

실시예 1

이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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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분  양(%)

 로즈마리 잎 추출물  0.01 내지 0.5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0.01 내지 0.08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추출물  0.005 내지 0.02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잎 추출물  0.01 내지 0.08

 ULTRASOMES™  0.05 내지 3.0

 기타 식물 성분  0.1 내지 2.0

 비타민  0.1 내지 3.0

 방부제  0.5 내지 2.0

 휴멕턴트  10.0 내지 25.0

 항자극제  0.2 내지 1.5

 pH 조절제  0.2 내지 1.0

 증점제  0.05 내지 1.5

 에몰리언트  1.0 내지 5.0

 물  충분량

표 1에 제시한 제형은 소량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한 주기 기준에 걸쳐 얼굴에 직접 적용하였다.

[표 2]

 성분  양(%)

 로즈마리 잎 추출물  0.01 내지 0.5

 알피니아 스페시오사 잎 추출물  0.01 내지 0.5

 ULTRASOMES™  0.05 내지 3.0

 기타 식물 성분  0.1 내지 2.0

 비타민  0.1 내지 3.0

 방부제  0.5 내지 2.0

 휴멕턴트  10.0 내지 25.0

 항자극제  0.2 내지 1.5

 pH 조절제  0.2 내지 1.0

 증점제  0.05 내지 1.5

 에몰리언트  1.0 내지 5.0

 물  충분량

표 2에 제시한 제형은 소량의 패치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한 주기 기준에 걸쳐 눈 아래에 적용하였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의 표 1의 조성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일반적으로 클렌저, 토너 및 보습제로 이루어진 얼굴 처방

을 1일 2회 사용하고, 그들 자신이 정상-내지-건성 또는 건성의 얼굴 피부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며, 왼쪽 눈 주위 영역에

온건 내지 중간의 잔주름을 가진 (임상적인 등급화에 의해 측정) 피부 35세 내지 70세의 여성을 시험 대상체로서 선택하였

다. 시험 대상체는 이들의 피부 관리 제품의 일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였지만, 새로운 피부 또는 모발 관리 제품의 사용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며, 연구 기간 동안 태양 노출 (일광욕 베드 포함) 및 수영장을 피하였다.

시험 대상체는 이들의 정상적인 피부 관리 처방 (1일 2회 클렌저, 토너 및 보습제)을 사용한 다음, 토너 사용 후, 보습제 사

용 전에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을 적용하였다. 대상체는 14일 동안 매일 조성물을 사용하였고, 시작 (제1일) 및 제4일,

공개특허 10-2006-0108665

- 12 -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에 임상적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평가 동안, 임상학자는 (1) 온건 내지 중간의 잔주름의 존재,

(2) 촉각적 거침, (3) 투명함, (4) 건조함/각질성에 대해 피부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속성은 하기 규모에 따라 등급화하였

다:

잔주름 (0=없음 및 10=중증)

촉각적 거침 (0=매끄러움 및 10=거침)

투명함 (0=흐리고, 매트한 외관 및 10=환하고, 빛나는 외관)

건조함/각질성 (0=촉촉함 및 10=중증의 건조함).

또한, 코르네오미터(corneometer) 측정을 수행하여 피부 기저선 및 제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에서 좌측 볼에서의

수분 함량을 평가하였다. 코르네오미터 (CM 825)를 볼 위에 접안 중심 상에서 눈의 중심이 주름에 오도록 위치시켰다. 3

중 측정을 수행하였다. 코르네오미터는 전기 용량법에 의해 각질층 (SC)에서의 수분 함량을 정량하였다. 측정은 단위가 없

으며, 피부의 표면층의 유전 상수와 비례하며, 피부가 보다 수화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판독은 피부의 전기 용량

(picoFarads)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 1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62명의 시험 대상체에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잔주름에서의 감소를 나타낸다. y-

축은 평가 시점 (기저선 및 제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에서의 62명의 시험 대상체에 대한 평균 점수 변화를 도시한

다. 도 1a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14일 점수는 기저선 점수에 비해 -4.8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 1b는 실시예 1의 조

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잔주름에서의 감소(%)로 표현되는 잔주름에서의 향상(%)을 도시하는 그래프이

다. 상기 그래프는 제4일까지는 잔주름에서 70% 초과의 감소를 나타내고, 제14일까지는 잔주름에서 99% 감소를 나타낸

다.

도 2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촉각적 거침에서의 감소를 나타낸다. y-축은 기저선

및 제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 사이에서의 평균 점수 변화를 도시한다 (평가시 기저선 점수는 (-) 점수임). 도 2a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14일 점수는 기저선 점수에 비해 -0.85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 2b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

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촉각적 거침에서의 감소(%)로 표현되는 피부 매끄러움에서의 향상(%)을 도시하는 그

래프이다. 상기 그래프는 제4일까지는 촉각적 거침에서 50% 초과의 감소를 나타내고, 제10일 내지 제14일까지는 80% 초

과의 감소를 나타낸다.

도 3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투명함에서의 증가를 나타낸다. y-축은 기저선 및 제

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 사이에서의 평균 점수 변화를 도시한다 (평가시 기저선 점수는 (-) 점수임). 도 3a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14일 점수는 기저선 점수에 비해 2.91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 3b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투명함에서의 증가(%)로 표현되는 피부 투명함에서의 향상(%)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상기 그

래프는 제4일까지는 피부 투명함에서 150% 초과의 증가를 나타내고, 제14일까지는 피부 투명함에서 250% 초과의 증가

를 나타낸다.

도 4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건조함에서의 감소를 나타낸다. y-축은 기저선 및 제

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 사이에서의 평균 점수 변화를 도시한다 (평가시 기저선 점수는 (-) 점수임). 도 4에 반영된

바와 같이, 0.06의 제14일 점수는 기저선 점수에 비해 -4.50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 4b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

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건조함에서의 감소(%)로 표현되는 피부 투명함에서의 향상(%)을 도시하는 그래프이

다. 상기 그래프는 제4일까지는 피부 건조함에서 90% 초과의 감소의 감소를 나타내고, 제14일까지는 피부 건조함에서

99% 감소를 나타낸다.

도 5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매일 적용한 14일의 기간에 걸쳐 피부 수분 함량에서의 증가를 나타낸다. y-축은 기저선 및

제4일, 제7일, 제10일 및 제14일 사이에서의 평균 점수 변화를 도시한다 (평가시 기저선 점수는 (-) 점수임). 도 5a에 반영

된 바와 같이, 제14일 점수는 기저선 점수에 비해 10.04의 점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 5b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조성물을

14일에 걸쳐 피부에 국소 적용한 경우의 보습도(%)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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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는 실시예 1의 조성물을 기저선 이후에 즉시 적용한 12시간의 기간에 걸쳐 피부 수분 함량에서의 증가를 나타낸다.

y-축은 기저선 (즉, 최초) 및 4 시간, 8 시간 및 12 시간 측정 사이에서의 점수 변화를 도시한다. 도 6b는 실시예 1의 조성

물을 기저선 이후에 즉시 적용한 12시간의 기간에 걸쳐 보습에서의 향상(%)으로 표시되는 피부 수분 함량에서의 향상(%)

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12시간 후에 보습에서의 25% 초과의 증가를 나타낸다.

도 7a는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의 매일 적용 전의 대상체의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도 7b는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

을 14일에 기간에 걸쳐 매일 적용한 후의 대상체의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이는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의 적용이 잔주

름에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도 8a는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의 매일 적용 전의 대상체의 또다른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도 8b는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을 14일에 기간에 걸쳐 매일 적용한 후의 대상체의 얼굴 일부의 사진이다. 이 또한 실시예 1의 표 1의 조성물의 적

용이 잔주름에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본 발명이 구체적인 실시양태와 관련하여 기재하였지만, 이는 다수의 별법, 개질 및 변형이 상기 기재를 비추어 당업자에

게 분명할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되는 청구의 범위의 취지 및 범주 내에 속하는 이러한 모든 별법, 개질

및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Rosmarinus officinalis)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여기서, 로즈마

리누스 오피시날리스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 우르솔산, 카르노스산, 로즈마린산

및 올레아놀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b. 센텔라(Centella), 에치나세아(Echinacea) 또는 알피니아(Alpinia)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

(여기서, 센텔라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 아시아트산, 마데카스산 및 아시아티코

시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에치나세아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 및 에

치노시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알피니아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 및

디아릴헵타노이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됨);

c. 1종 이상의 DNA 복구 효소; 및

d.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

을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우르솔산, 카르노스산, 로즈마린산 및 올레아놀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로즈마리누스 오피

시날리스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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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식물 추출물이 전체 조성물의 약 0.0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

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센텔라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조성물의 약 0.0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1종 이상

의 센텔라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에치나세아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푸르푸레아(E. purpurea), 이. 안구스티폴리아(E. angustifolia) 및 이. 팔리

다(E. pallida)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에치나세아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조성물의 약 0.0001 중량% 내지 약 1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1종 이상

의 에치나세아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알피니아 식물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알피니아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알피니아 스페시오사(Alpinia speciosa)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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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체 조성물의 약 0.00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1종 이상

의 알피니아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및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로 이루어진 군의 2종 이상의 구

성원으로부터 선택되는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및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로 이루어진 군의 각각의 구성원

으로부터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DNA 복구 효소가 피리미딘 글리코실라제/무염기 리아제인

조성물.

청구항 18.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DNA 복구 효소가 박테리오파지 T4 피리미딘 이량체-특이

적 엔도뉴클레아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

지아에(Saccharomyces cerevisiae) N-글리코실라제/무퓨린-무피리미딘 리아제, 시조사카로마이세스 폼베

(Schizosaccharomyces pombe) UV 손상 엔도뉴클레아제 (UVDE), 클로렐라 바이러스 단리물인 PBCV-1 피리미딘 이

량체-특이적 글리코실라제 및 아나시스티스 니둘란스(Anacystis nidulans) 포토리아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19.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비타민 A,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C 및 비타민 E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비타민을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0.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테트라헥실데실 아스코르베이트 또는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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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리시누스 콤무니스(Ricinus communis) (피마자) 오일, 글리시리자 글

라브라(Glycyrrhiza glabra) (감초) 뿌리 추출물, 가수분해된 귀리, 시트루스 메디카 리모눔(Citrus medica limonum) (레

몬) 추출물, 쿠쿠미스 사티부스(Cucumis sativus) (오이) 추출물 및 헬리안투스 아누스(Helianthus annus) (해바라기) 추

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식물 또는 식물성 추출물 또는 오일을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2.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리시누스 콤무니스 (피마자) 오일, 글리시리자 글라브라 (감초) 뿌리 추

출물, 가수분해된 귀리 단백질, 시트루스 메디카 리모눔 (레몬) 추출물, 쿠쿠미스 사티부스 (오이) 추출물 및 헬리안투스 아

누스 (해바라기)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3.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비히클이 물, 글리세린, C1-C4 알콜, 지방족 알콜, 지방족

에테르,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올, 글리콜, 식물성 오일, 광유, 리포좀, 적층 지질 물질, 실리콘 오일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4.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어로졸, 크림, 에멀젼, 고체, 액체, 분산액, 폼, 젤, 로션, 무스, 연고, 분

말, 패치, 포마드, 용액, 펌프 스프레이, 스틱, 타월렛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품 중에 존재하

는 조성물.

청구항 25.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이 리포좀인

조성물.

청구항 26.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이 로즈마리누

스 오피시날리스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캡슐화하는 리포좀인 조성물.

청구항 27.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이 센텔라, 에

치나세아 또는 알피니아로부터의 1종 이상의 식물 성분 또는 식물 추출물을 캡슐화하는 리포좀인 조성물.

청구항 28.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이 1종 이상의

DNA 복구 효소를 캡슐화하는 리포좀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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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이 마이크로코

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를 캡슐화하는 리포좀인 조성물.

청구항 30.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리포좀-캡슐화된 DNA 복구 효소가 전체 조성물의 약 0.05 중량% 내지

약 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1.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리포좀이 비타민 A,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C, 비타민 E 및 이들

의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비타민을 캡슐화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2.

제1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리포좀이 리시누스 콤무니스 (피마자) 오일, 글리시리자 글라브라 (감

초) 뿌리 추출물, 가수분해된 귀리, 시트루스 메디카 리모눔 (레몬) 추출물, 쿠쿠미스 사티부스 (오이) 추출물 및 헬리안투

스 아누스 (해바라기)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구성원을 캡슐화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3.

a.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센텔라 아시아티카, 에치나세아 안구스티폴리아 및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로부터의 식물 추

출물;

b. 리포좀-캡슐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및

c.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

을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4.

a. 로즈마리누스 오피시날리스 및 알피니아 스페시오사로부터의 식물 추출물;

b. 리포좀-캡슐화된 마이크로코쿠스 루테우스 N-글리코실라제/AP 리아제; 및

c. 1종 이상의 제약적으로 또는 화장용으로 허용되는 비히클

을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5.

피부에서의 노화의 하나 이상의 징후를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화장용으로 유효한 양의 제1항의 조성물을 피부에 국소적으

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피부 노화의 하나 이상의 징후의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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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노화의 하나 이상의 징후가 주름, 잔주름, 주름살, 눈가 주름, 눈가의 다크 서클, 반점, 검버섯 및 팽창 선

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노화의 하나 이상의 징후가 자유-라디칼 손상, 환경적인 작용원, 공해, 다이어트, 자연 노화, 조기 노화,

호르몬성 노화 및 일광 노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8.

피부 외관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화장용으로 유효한 양의 제1항의 조성물을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

는, 피부 외관의 향상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향상이 피부 두께, 탄력, 복원력, 보습, 매끄러움, 톤, 결, 빛남, 광택, 밝음, 투명함, 윤곽, 단단함, 팽팽함,

유연함, 부드러움, 민감성, 모공 크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향상이 건선, 습진, 지루, 피부염, 일광화상, 에스트로겐 불균형, 과다색소침착, 색소침착저하증, 변색,

황변, 주근깨, 피부 위축, 피부 뾰루지, 피부 여림, 건조함, 촉각적 거침, 균열, 늘어짐, 얇아짐, 과다형성, 섬유화, 모공 확

장, 셀룰라이트 형성, 멍듬, 여드름 형성, 아폽토시스, 세포 분화, 세포 탈분화, 종양 유도 또는 종양 진행의 방지, 바이러스

감염, 진균성 감염, 박테리아 감염, 거미 정맥 (모세혈관확장), 다모증, 장미증, 소양증, 가골, 사마귀, 티눈, 및 이들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불리한 피부 상태에 대한 것인 방법.

청구항 41.

a. 제1항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용기; 및

b. 상기 하나 이상의 용기로부터 조성물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

를 포함하는 피부 외관 향상용 키트.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복수의 용기를 포함하는 키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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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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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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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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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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