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개 C-02

한국 최초 상업화. 자연으로 만든 Astaxanthin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당사가 선별한 미세조류 일종인 Haematococcus pluvialis를
키워 추출합니다(위 사진은 Astaxanthin을 생산중인 세포)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In-Door 방식으로 생산하여
배양 중 오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배양 공정과 추출 공정의 개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점성이 있는 오일이며 붉은색의 강도가 강합니다.
아스타잔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중금속.미생물의 오염 정도를 관리합니다.
주성분 외 성분은 Astaxanthin 추출 시 같이 추출되는 미세조류 오일과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 첨가
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미세조류 오일에는 유용한 카로티노이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개월 이상 보관시에는 저온실에 보관하십시오.

당사는 화장품 제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스타잔틴과 이의 리포좀 제제인 아스타잔틴
리포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헤마토코쿠스 Haematococcus pluvialis





Astaxanthin의 함량이 높으며 민물에 서식하는 미세조류의 일종입니다. 크기는 약
20uM~80uM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 변화(염분 증가, 수온 상승, 과도한 햇빛)에 반응하여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스타잔틴을 생성, 축적합니다.
크릴 새우, 연어, 홍학등의 먹이가 되어 포식자에게 아스타잔틴을 공급해 줍니다. 연어의
붉은색은 아스타잔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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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방식 크게 나누면 out-door 방식과 in-door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는 in-door 방식
의 일종인 bubble column 형태의 광생물 반응기(photo bio-reactor)를 이용하여 생산하
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적합한 온도, 광량, 광주기, 배양배지 등이 필요하고 당사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8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마토코쿠스 세포와 그 추출물은 미국 FDA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인정한 물질로서 안전합니다.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고가의 사료, 음료수,의약품 등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Astaxanthin은 자연물로서는 인간이 섭취 가능한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내에서 생산되는 ROS(Reactive Oxygen Species)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러한 항산화력이 생체내에서 작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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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잔틴 오일(1% X500 희석)

Molecular Formula : C40H52O4
Molecular Weight : 596.82
CAS No
: 472-61-7

아스타잔틴의 피부 보호 효과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비타민 C와 비교하여 6000배 강한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 등
유해물질 제거



멜라닌 합성을 매개하는 타이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써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백 효과를 발휘



피부의 콜라겐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섬유모세포성장인자를
만들어 내어 피부를 보호

 가려움의 원인 물질인 IgE의 생성 억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피부 보습력 강화



주름 방지



피부 구성물질을 만들어 내는 단백질의 발현에도 관여하여 피부 보호

화장품 제조용 지용성 헤마토코쿠스 추출물(Astaxanthin) : Asta-C
포장 단위 : 1 liter (Tamper-proof 마개. Epoxy-lined 1회용 알루미늄 보틀. FDA 인증 용기)
농도 : 아스타잔틴 함량으로 1% 및 5%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년

아스타잔틴 리포좀

리포좀 모식도

Asta-Lipo : 화장품 제조용 Astaxanthin Liposome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리포좀입니다.



평균 크기는 60nm입니다. 여러 용도의 화장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였습니다.



강한 색상을 중화시켜 필요 시 더 많은 유효성분을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더 많이 흡수되어 아스타잔틴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유성 및 수성 성분에 잘 혼합됩니다.



주성분 :
 아스타잔틴
 Hydrogenated Lecithin
 Glycerin / Water
 Caprylic Triglyceride
 Polyglyceryl-10 Diisostearate

화장품 제조용 Astaxanthin Liposome : Asta-C Lipo
특 징 : 지용성 및 수용성
포장 단위 : 1 liter (Tamper-proof 마개. Epoxy-lined 1회용 알루미늄 보틀. FDA 인증 용기)
농도 : 아스타잔틴 함량으로 1%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년
주성분 외 성분은 Astaxanthin 추출 시 같이 추출되는 미세조류 오일과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 첨가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미세조류 오일에는 유용한 카로티노이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보관시에는 |
저온실에
보관하십시오.
상호명
: (주)지디이
대표 : 서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 140-81-52445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배미골길 24 (7층) (목감동 414-2)
대표전화 : 031) 475-1700~1701 | 이메일 : info@gde-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