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벌 화분은 꽃가루가 꿀 및 벌의 침과 함께 응집된 물질로 예로

부터 영양분 섭취뿐만 아니라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온 천연 물

질이다(Nogueira et al., 2012). 벌 화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아

미노산, 지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flavonoid

를 비롯한 많은 양의 polyphen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Orzáez 

Villanueva et al., 2002). 벌 화분의 효능으로는 세포 증식과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체내 해독작용, 항산화 효

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완화 등이 잘 알려져 있다(Baltrušaitytė 

et al., 2007; Morais et al., 2011).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벌 화분에는 flavonoid가 약 1.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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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Bee pollen is largely composed of pollen gathered by worker bees 
and is well known as a complete nutritional food. Bee pollens are rich in protein 
(approximately 40%), free amino acids, and flavonoids. However, bee pollen is 
covered by an outer wall called exine, which is resistant to digestive enzymes, acids, 
and bases. Therefore, utilizing bee pollen for nutritional and medical purposes has 
been limited. In this study, we removed the exine layer with wet-grinding technology 
and evaluated its anti-oxidant activity, protective effects on skin fibroblasts, and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 as a cosmetic. Methods: We prepared nano-sized bee 
pollen with wet-grinding technology and examined i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cell protective effects. We performed a clinical study after preparing the nano-
sized bee pollen. Results: Bee pollen showed good anti-oxidant activity, and 1% bee 
pollen reduced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18.73% by skin fibroblasts. 
In addition, the clinical study showed that bee pollen had beneficial effects on skin 
roughness, hydration, transparency, wrinkles around the eyes, and the melanin 
index. Furthermore, bee pollen did not induce any adverse effects on the skin. 
Conclusion: These data indicate that bee pollen is a good cosmetic resource that 
provides diverse beneficial effects to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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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로 kaempferol, quercetin, isorhamnet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mosinska-Vassev et al., 2015; Lee 

et al., 2016). 이들 flavonoid류는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을 갖고 있

는데, 예를 들어 quercetin은 자외선 조사에 따른 cyclooxygenase 

2와 nuclear factor kappa B의 활성을 억제하여 피부세포의 염증

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신경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

포에서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rma et al., 2016; 

Zhu et al., 2016). 마찬가지로 isorhamnetin은 항산화 기능을 담당

하는 nuclear factor-erythroid 2-related factor 2 단백질을 활

성화하여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내고,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kinase 1과 phosphatidylinositide 3-kinase의 신호전달을 

억제하여 피부암을 억제한다(Kim et al., 2011; Yang et al., 2014).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벌 화분이 항산화 작용 및 자외선으로부

터의 피부 보호와 염증을 억제하므로 화장품 원료로의 개발 가능

성을 제시한다. 

벌 화분이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나 

연고 등 외용으로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로 벌 화분

은 외피(exine)라고 하는 두터운 외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피는 

생물의 소화효소는 물론이고 산이나 알칼리에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구로 섭취할 때 생체이용률은 10–15%에 불과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Komosinska-Vassev et al.,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본 연구진은 습식 나노 분쇄 기술을 활용하여 벌 화

분의 생리활성물질의 추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Choi et al., 2016). 즉 3 h 동안의 습식 나노 공정을 통하여 

phenol 화합물의 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방법으로 측정할 

때 항산화 활성이 5.78배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벌 화분도 습식 나노 공정을 통하여 생리활성물질의 유출이 획

기적으로 증가하므로 화장품을 비롯한 외용 제제로서 충분히 개발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습식 나노 공정을 거친 나노화 벌 화분

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효능과 독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Methods

1. 벌 화분의 습식 나노 분쇄

벌 화분은 전라북도 남원과 경상남도 산청의 벌 화분 농가를 통해 

구입하였다. 벌 화분의 습식 나노 분쇄 공정은 이미 보고된 논문에 

소개되어 있다(Choi et al., 2016).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습식 분쇄기

(Rotate Mill; Ilsin Nanotechnology, Japan)를 이용하여 벌 화

분을 3 h 동안 분쇄한 것으로, 분쇄된 입자 크기의 분포도는 입도분

석기(Mas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나노화 벌 화분의 항산화 효능

나노화 공정을 거친 벌 화분의 항산화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DPPH; Sigma-Aldrich, 

USA)을 메탄올에 0.1 mM 농도로 녹인 후 1 mL를 100 mM Tris 

buffer 450 μL, 나노화 벌 화분의 반응액(0.5% 또는 1%) 50 μL와 혼합

한 후 차광하여 실온에서 30 min 동안 반응시켰다. DPPH 라디칼 제

거 활성은 흡광분석기(AMR-100; Hangzhou Allsheng Instruments, 

China)를 이용하여 517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Choi et al., 2016). 

양성 대조군으로는 vitamin C (Sigma-Aldrich) 0.1%를 이용하였고 

vitamin C에 대한 상대적 효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3. 나노화 벌 화분의 세포보호효과

나노화 벌 화분의 세포보호효과는 CCD-986sk (KCLB No. 

21947; Korean Cell Line Bank, Korea) 세포주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10% fetal bovine serum (GenDEPOT,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함유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ith high glucose with L-glutamine and sodium pyruvate 

(GenDEPOT)을 이용하여 24 well plate에서 1×105 cells/well의 밀

도로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은 나노화 벌 화분이 0.1% 또

는 1%의 농도가 되도록 배양액을 만든 후 6 h 동안 배양하고 배양

액에 분비된 LDH 활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LDH 활성은 LDH 

cytotoxicity assay kit (Cayman Chemical, USA)의 사용방법에 

따라 배지 상층액과 반응액(lactic aci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tetrazolium salt, diaphorase를 assay buffer 이용

하여 각각 1:100으로 희석)을 1:1로 혼합하고 차광한 상태로 실온에서 

30 min 동안 반응 후 흡광분석기의 49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4.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의 임상효능시험

1) 시험 방법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의 피부 결, 피부 수분, 눈가 주

름, 피부 투명도, 멜라닌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30–65세의 

성인 여성 20명(평균 나이: 40.421±9.991세)을 시험대상자로 선

정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전문 기관인 

KC피부임상연구센터에 의뢰하였고 KC피부임상연구센터는 가톨

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피부과의 책임하에 임상시험을 진행

하였다. 시험대상자들은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을 정해진 

시험부위에 4주간 사용하였고 사용 전, 사용 2주 후, 사용 4주 후에 

피부 측정을 각각 진행하였다.

상대적 효능(%)=
음성 대조군의 흡광도-나노화 벌 화분 반응액의 흡광도

음성 대조군의 흡광도-vitamin C의 흡광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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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방법

시험대상자들의 피부 결, 피부 수분, 눈가 주름, 피부 투명도 

및 멜라닌 개선 효과는 각각 Antera 3D (Miravex, Ireland), 

Corneometer® CM 825 (Courage+Khazaka Electronic, 

Germany), Antera 3D (Miravex), Translucency meter TLS850 

(Dia-Stron, UK), Mexameter® MX 18 (Courage+Khazaka 

Electron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 세럼, 크림의 피부자극시험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 세럼, 크림의 피부자극을 측

정하기 위하여 19–59세의 성인 남여 33명(평균 나이: 39.833±

10.100세)을 시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험대상자

의 등 부위를 70% 에탄올로 닦아낸 뒤 건조시키고, IQ Chamber 

(Chemotechnique MB Diagnostics AB, Sweden)에 시험물질을 

각 20 μL씩 적하한 후 24 h 동안 부착하였다. 패치 제거 1 h, 패

치 제거 24 h 후 2명의 전문가에 의하여 국제접촉피부염연구회

(International Contact Dermatitis Research Group)의 판정기준에 

따라 자극정도를 관찰하였다. 피부 반응도와 자극지수는 아래의 식

을 통해 산출하였다. 

6.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paired t-test 또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을 0.05 (p<0.05)로 하여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나노화 벌 화분의 활성

먼저 나노화 벌 화분의 항산화 효과를 0.1% vitamin C를 대조

군으로 하여 DPPH 측정법으로 평가한 결과, 0.5% 나노화 벌 화분

은 대조군 대비 42%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1% 나노화 벌 

화분은 0.1% vitamin C 대비 88%에 해당하는 높은 활성을 보였다

(Figure 1A). 벌 화분은 kaempferol, naringenin, quercetin 그리고 

hesperetin 등 폴리페놀 성분의 함량이 약 1.4–1.6%를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Fanali et al., 2013; Komosinska-Vassev et 

al., 2015), 벌 화분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 유효성분의 유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논문에서 보

고한 바와 같이 나노화 공정을 통해 벌 화분의 폴리페놀 성분 유출

이 11배나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Choi et al., 2016). 이러한 결과

들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피부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벌 화분이 나노

화 공정을 통해 높은 활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노화 벌 화분의 세포보호효과는 CCD-986sk 세포주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CCD-986sk세포에 0.1% 또는 1% 나노

화 벌 화분을 6 h 동안 처치한 후 LDH release assay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LDH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0.1%와 1% 나노화 벌 화분

을 처치한 군에서 각각 4.64%와 18.73% 감소하였다(Figure 1B). 

본 실험은 독성 물질이나 자외선 조사와 같이 특정 자극을 가한 것

Figure 1. Anti-oxidant effects of bee pollen. 
(A) Anti-oxidant effects of bee pollen were examined by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DPPH) scavenging assay. The bee 
pollen concentration was 0.5% or 1% and 0.1% vitamin C (Vit. C) was used as a control.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0.5% and 1% bee 
pollen were 42% and 88% compared to 0.1% Vit. C, respectively. (B) Cell protective effects of bee pollen were examined by the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assay. CCD-986sk cells were cultured in medium containing 0.1% or 1% bee pollen for 6 h, and LDH 
activity was measured with a spectrophotometer. LDH activity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1% bee pollen-treated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Data are mean±standard error (M±S.E.). ***p<0.001 compared to control.

피부 반응도=
평가값 평가값∑ ∑n n

n n1 h 24 h
+i=1 i=1

(시험대상자수) (시험대상자수)) )

) )

피부자극지수=
피부 반응도

n (평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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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정상상태에서의 세포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정

상배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포의 손상은 노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세포의 손상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피부의 노화와 같은 정상적인 세포 손상에 대해 벌 

화분의 보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나노화 벌 화분의 임상효능 평가결과

나노화 벌 화분의 피부미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앰플을 제

조하였다(Table 1). 앰플의 주요 성분은 나노화 벌 화분 1.50%, 디

프로필렌글라이콜 5.00%, 부틸렌글라이콜 3.00%, 나이아신아마

이드 2.00%, 1,2-헥산디올 1.90%, 아데노신 0.04% 등이다.

1) 피부 결 측정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사용한 후 얼굴 볼 부위

에서 피부 결을 측정한 결과, 사용 2주만에 14.2%의 개선율을 보였다. 

사용 4주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16.8%의 개선율을 보였다(Figure 2). 

2) 피부 수분 측정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사용한 후 얼굴 볼 부위

에서 피부 수분을 측정한 결과, 사용 2주만에 10.0%의 개선율을 보였

다. 사용 4주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14.2%로 보다 증가된 개선율을 보

였으나, 2주 후의 결과와 비교할 때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3). 

3) 눈가 주름 측정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사용한 후 눈가의 주

름을 측정한 결과, 사용 2주만에 18.0%의 개선율을 보였다. 사용 

Table 1. Major components of ampoule, serum, and cream 

Components Ampoule (%) Serum (%) Cream (%)

Bee pollen 1.50 0.75 0.75

Dipropylene glycol 5.00                        -                           -

Butylene glycol 3.00                        - 3.00

Niacinamide 2.00 2.00 2.00

1,2-Hexanediol 1.90 Q.S. 1.70

Adenosine 0.04 0.04 0.04

Arginine 0.16                        - 0.16

Propolis extracts 0.30 0.20                           -

Glycerine Q.S. 7.00                           -

Distilled water 70.67 72.03 63.73

Q.S., quantum satis (the amount which is enough).

Figure 2. Effects of bee pollen on facial skin roughness. 
Twenty volunteers participated in a clinical study, and skin 
roughness was tested with Antera 3D after applying bee pollen 
2 and 4 weeks. Skin roughness was improved at both 2 and 4 
weeks after applying bee pollen. Data are M±S.E. ***p<0.001 
compared to before bee pollen application.

Figure 3. Effects of bee pollen on facial skin moisture contents. 
Twenty volunteers participated in a clinical study, and skin 
moisture contents was tested with Corneometer® CM 825 after 
applying bee pollen 2 and 4 weeks. Skin moisture contents 
was improved at both 2 and 4 weeks after applying bee pollen. 
Data are M±S.E. ***p<0.001 compared to before bee polle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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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더욱 개선되어 22.3%의 개선율을 보였다

(Figure 4). 

4) 피부 투명도 측정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사용한 후 얼굴 볼 부

위의 피부 투명도를 측정한 결과, 사용 2주만에 2.4%의 개선율을 

보였다. 사용 4주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더욱 개선되어 3.9%의 

개선율을 보였다(Figure 5). 

5) 피부 멜라닌 측정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앰플을 사용한 후 얼굴 볼 부

위의 멜라닌 지수를 측정한 결과, 사용 2주만에 11.4%의 개선율을 

보였다. 사용 4주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는 더욱 개선되어 15.2%의 

개선율을 보였다(Figure 6). 

벌 화분이 항염증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체내 해독 작용, 

항산화 작용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완화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비

교적 최근에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벌 화분의 항멜라닌 효과

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따른 항노화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5; Pascoal et al., 2014). 그러나 Kim et al. (2015)의 연

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벌 화분의 유효성분 추출률과 효능은 사용

된 용매, 추출시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조성과 함량이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tyrosinase를 억제하는 효능은 사용

한 용매 중 ethanol 추출물이 가장 우수했으며, n-hexane 추출물의 

경우에는 ethanol 추출물의 약 20%에 불과하였다(Kim et al., 2015). 

또한, ethanol 추출물의 경우에도 외피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

므로 벌 화분이 갖는 유효성분을 100%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벌 화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유효성

분의 추출률이 일정치 않거나 매우 낮아 본 임상시험을 통해서 밝힌 

주름개선, 미백, 보습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진이 제시한 습식 나노화 공정은 멸균수를 용매로 하여 외피

를 파괴하는 공정이므로 추출된 유효성분의 조성과 추출률이 매우 

우수하고, 안정하므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3. 나노화 벌 화분의 피부자극 측정결과

피부자극시험에 참여한 시험대상자는 모두 33명이었으며 중도 탈

락자 없이 모두 시험을 완료하였다. 나노화 벌 화분을 포함하는 앰플, 

세럼, 크림을 제조하여(Table 1) 일차자극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결

Figure 4. Effects of bee pollen on wrinkles around the eyes. 
Twenty volunteers participated in a clinical study,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were tested with Antera 3D after applying bee 
pollen 2 and 4 weeks. Wrinkles around the eyes were decreased 
at both 2 and 4 weeks after applying bee pollen. Data are M±S.E.  
***p<0.001 compared to before bee pollen application.

Figure 5. Effects of bee pollen on skin transparency. 
Twenty volunteers participated in a clinical study, and facial 
skin transparency was tested with Translucency meter TLS850 
after applying bee pollen 2 and 4 weeks. Skin transparency was 
improved at both 2 and 4 weeks after bee pollen application. 
Data are M±S.E. ***p<0.001 compared to before bee pollen 
application.

Figure 6. Effects of bee pollen on melanin index. 
Twenty volunteers participated in a clinical study, and the melanin 
index was tested with the Mexameter® MX 18 after applying bee 
pollen 2 and 4 weeks. The melanin index was improved at both 
2 and 4 weeks after bee pollen application. Data are M±S.E.  
***p<0.001 compared to before bee polle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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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부 자극 지수가 각각 0.08, 0.20, 0.18로 판정기준에 따라 모두 

비자극성(0.00–0.25)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홍반, 

부종, 인설, 가려움, 자통, 작열감 등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벌 화분은 꽃가루가 꿀 및 벌의 침과 함께 응집된 물질로서 피부

자극 또는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를 들어, 벌 화분 또는 이를 포함하는 영양제에 의한 아나필락시

스(anaphylaxis) 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섭취 시 위장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15; Güç et al., 2015; 

Jagdis & Sussman, 2012; Nonotte-Varly, 2015). 반면에, 벌 화

분의 우수한 항알러지 및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도 최근에 활발

히 발표되고 있지만 벌 화분의 알러지 또는 피부자극에 미치는 효

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Denisow & Denisow-Pietrzyk, 2016; 

Ishikawa et al., 2008; Medeiros et al., 2008; Moita et al., 2013).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꽃가루에 의한 알러지는 충매화 

보다는 주로 풍매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알려져, 풍매화의 화분

이 벌 화분에 혼합될 때 알러지 또는 피부자극을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추측되고 있다(Jagdis & Sussman, 2012). 이러한 결과와 일

치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벌 화분은 충매화분이므로 피부에 자극적

이지 않아 화장품 원료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습식 나노 공정에 따른 벌 화분의 항산화 및 세포

보호효과의 증강과 이를 이용한 화장품의 임상적 효능을 조사하였

다. 이전의 연구에서 본 연구진은 화분의 외피를 제거하기 위한 습

식 나노 공정을 확립하였다(Choi et al., 2016). 이러한 공정을 통해 

화분의 외피를 효과적으로 파쇄하였고 화분 활성성분의 유출을 약 

10배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습식 나

노 공정을 통해 화분의 우수한 항산화 효과와 세포보호효과를 증명

하였다. 또한, 나노화 벌 화분의 화장품으로의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화 벌 화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험물질을 이용하여 임

상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주 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피

부 결, 피부 수분, 눈가 주름, 피부 투명도 및 멜라닌 지수에서 유의

한 개선 효과를 발견하였다. 특히 4주간의 피부자극시험에서도 거

의 피부에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나노화 벌 화분은 항산화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항피부노화 효과가 기대되며 임상시험 결과를 볼 때 우수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벌 

화분은 채취 시기와 장소에 따라 꽃의 종류가 다르므로 유효성분의 

함량과 조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벌 화분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취 시기와 장소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

으며 활성을 나타내는 내부 지표물질의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습식 나노 분쇄 기술은 모든 천연소재에 적

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로서 유효성분의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천연

물의 추출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화장품 등 외용으로 적용할 때 

피부를 통한 흡수율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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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새로운 화장품 원료 나노화 벌 화분의 효능

편해인1, 박지아1, 석진이1, 소수정2, 서화진3, 오미경2, 김세기1, 양정은4, 정일경5*, 최윤식1*  
1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산업공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2㈜엔에스비,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 
3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 
4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5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목적: 벌 화분은 일벌이 모은 꽃의 화분이 주성분이며 가장 완벽한 건강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벌 화분은 단백질(약 40%), 아

미노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벌 화분은 exine이라는 외피로 둘러싸여 있고 이로 인해 소화효소, 산 그리고 

알칼리에 매우 안정하여 식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나노 분쇄 기술을 이용하여 외피

를 파괴하여 나노화 벌 화분을 제조하였고, 나노화 벌 화분의 항산화 효과와 세포보호효과, 그리고 화장품 제형의 임상적 효과에 대

해 연구하였다. 방법: 습식 나노 분쇄 공정을 통해 벌 화분을 나노화하였고 라디칼 소거 활성과 세포보호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나노화 벌 화분을 원료로 하는 제형을 제조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나노화 벌 화분은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고 

1% 나노화 벌 화분 용액은 피부세포에서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분비를 18.73% 감소시켰다. 임상시험에서도 나노화 벌 

화분은 피부 결, 피부 수분 함유량, 피부 투명도 그리고 멜라닌 지수를 개선하였고 눈가의 주름을 감소시켰다. 피부자극시험에서도 

나노 화분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나노화 벌 화분은 화장품 원료로서의 우수한 가치가 있으며 피

부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벌 화분, 항산화, 화장품, 보호작용, 습식분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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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化妆品原料纳米蜂花粉的功效研究 
 
片海仁1，朴智雅1，石眞伊1，蘇修正2，徐和辰3，吳美暻2，金世基1，梁禎恩4，鄭鎰炅5*，崔允植1* 
1大邱Catholic大學製藥産業工學科，慶尙北道慶山市，韩国 
2(株)NSB硏究所，慶尙北道永川市，韩国 
3慶北Techno Park天然染色材料硏究所，慶尙北道永川市，韩国 
4大邱Catholic大學衣裳學科，慶尙北道慶山市，韩国 
5大邱Catholic大學生命工學科，慶尙北道慶山市，韩国

目的: 蜂花粉主要由工蜂收集的花粉组成，是众所周知的一种完整的营养食品。蜂花粉富含蛋白质（约40%)、游离氨基
酸和黄酮类化合物。然而，蜂花粉覆盖在一个称为外壁的外墙，这个对消化酶、酸和碱具有抵抗性。因此，蜂花粉用于
营养和医疗目的是有限的。在本研究中，我们用湿法粉碎技术去除了外壁层, 制造了纳米蜂花粉，并且评价其抗氧
化活性、对皮肤成纤维细胞的保护作用以及作为化妆品剂型的潜在的临床效果。方法: 采用湿法粉碎技术制备了纳
米蜂花粉，并评价其自由基清除活性和细胞保护作用。还有以纳米蜂花粉为原料制备了化妆品剂型，并进行临床实
验。结果: 蜂花粉具有良好的抗氧化活性, 含有1%蜂花粉溶液能降低18.73%皮肤成纤维细胞乳酸脱氢酶的分泌。此外，
临床研究表明，蜂花粉改善皮肤粗糙度、皮肤水分含量、透明度以及黑色素指数，并减少了眼睛周围的皱纹。并且蜂花
粉对皮肤没有产生任何不良影响。结论: 从以上的结果表明，蜂花粉作为化妆品原料具有优秀的价值，为皮肤提供各种
有益效果。

关键词: 蜂花粉，抗氧化，化妆品，保护作用，湿法粉碎技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