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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젠
회사소개

About NEXGEN
㈜넥스젠바이오텍은 분자생물학과 식물공학 전공자들이 모여
재조합 단백질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기업이자
생물신소재개발업을 업종으로 하는 차세대 생명공학 벤처기업으로,
2005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기업으로 선정되고,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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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화장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스킨케어를 넘어
메디컬 케어로!

Molecular Skincare

넥스젠, 차세대 생명공학 집단
NEXGEN, The Next Generation of Biotechnology
무방부제 멸균제품을 만드는 넥스젠바이오텍은 분자생물학과 식물공학 전공자들이 모여 재조합 단백질을 연구·개
발하는 전문기업이자 생물신소재개발업을 업종으로 하는 생명공학 벤처기업으로, 2005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
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기업으로 선정되고, 2006년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도 하다.
고부가가치 의료품 개발에 주력하며, 메디컬 영역에 근접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들을 생산하는 넥스젠바이오텍을
소개한다.

국내 최초의 제 2세대 식물유전공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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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젠바이오텍(이하 넥스젠)의 '넥스젠(NEXGEN)'이란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식물에 인간

명칭은 '차세대'라는 의미의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유래 유용단백질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식물에서 인슐린,

Genera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름처럼 넥스젠은 차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각종 의료용 인체효소 등 고부가가

세대 생명공학 벤처기업답게 제1세대 식물유전공학을 넘

치 유용단백질을 생산하는가 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백

어 제2세대 식물유전공학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신효과를 내는 '먹을수있는식물백신(EdiblePlantVaccine)'을

제2세대 식물유전공학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제1세

생산하기도한다.

대 식물유전공학은 식물을 단순히 식량자원으로 보고 주

넥스젠은 국내 최초의 제2세대 식물유전공학 기업으로서

요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제초제 내성·내병

인공합성 유전자, 식물 게놈연구를 통한 발현용 프로모터,

성·내충성 작물 개발 등)을 고안했다. 반면 제2세대 식물유

물질생산용 숙주식물 및 식물에의 유전자도입 기술에 있

전공학은 식물을 산업자원으로 여기고, 식물을 일종의 생

어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분자농업 분야에

산공장으로 활용하여 의료용·산업용·농업용 소재들을 생

서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산한다. 쉽게 말하면 식물(식물세포)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고부가가치의 의료용 단백질을 값싸게 대량생산하여 일

부는 기존 의료용 단백질 시장에 공급하고, 또 일부는 기능
성 화장품의 신소재로 개발함으로써 고급 의료용 단백질
을 대중화하는 것이 사업목표이다.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되다
넥스젠은 1세대 바이오 기업이라 불리는 마크로젠이 설립
된 지 2년 후인 1999년, 바이오(생명공학) 벤처 붐이 일기

다음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있기

시작한 초창기에 대전에서 창업했다. 창업 당시 500여 개

에 가능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보다 단기

남짓했던 바이오 기업들 중 현재 초기의 경영진이 그대로

간의 돈벌이에 열중하여 투자금만 회수되면 빠져버리는

남아 있는 곳은 10곳 미만으로,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대

창업투자회사 같은 곳의 투자는 받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부분의 기업들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래서 넥스젠을 신기

요인이라할수있다.

해하는 이들이 많다. 여전히 건재한 데다 창립 때의 경영자

창업 초기에는 콩과 옥수수 등 GMO(유전자조작 작물)를

가 그대로 유지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석하는 시약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유전자

창업 후 2~3년 내에 몰락하는 벤처회사가 부지기수인 상태

검사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식약처가 인증한 GMO 분

에서 넥스젠이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우선 경

석기관으로 활동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상보다

영자의 능력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는 넥스젠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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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발한 것은 질병 진단키트.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갑상
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TSHR) 단백질을 식물(담배)을 통
해 재조합하여 개발한 갑상선 질환 진단키트이다. 이 넥스
젠의 기술은 2005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
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이란 정부가 1999년부터 해마다 선
정해 발표하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급 신기술들로, 한해 동
안 국내에서 개발되어 실용화가 완료된 신기술 중 경제적·
기술적 기대가치가 높은 유망 신기술들을 말한다.
같은 해에 역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지정연구실(NRL)
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지정연구실이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역량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연구실을 발굴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시 연구과제는 '식물체를 이용한 조류독감 진단
제 개발'이었다. 넥스젠은 현재 20여 개에 이르는 특허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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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이유

생산하려고 하니 입찰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던 것. 이때 입

2008년, 넥스젠은 사업 근거지를 대전에서 서울로 옮겼다.

찰에 낙찰되어 EGF를 화장품 원료로 현재까지 납품하고

인력조달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도출한 연구결과를

있으며, 그 외에도 몇몇 대형 화장품 회사와 딜러들을 통해

사업에 적용할 때 필요한 마케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중견 업체들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매출은 계속 증

었다. 사업체를 이전한 후 새롭게 뛰어든 사업은 기능성 화

가하는 추세이다.

장품 분야. 화장품과의 인연은 6~7년 전, 대전 시절부터 시

EGF는 1g당 4,500만 원을 호가할 만큼 엄청난 가격이기 때

작되었다.

문에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는 마진 문제 때문에 이 비싼 원

국내의 한 대형 화장품 회사가 넥스젠으로 찾아와 'EGF를

료를 많이 넣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효과를 발휘할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세포재생과 노화방지에 탁월한

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못한다. 화장품업계에서 흔히 사용

효능을 가지고 있는 EGF를 성분으로 한 고기능 화장품을

하는 말 중 '컨셉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야말로 고기능 화

넥스젠 브랜드, 뭐가 다른가?
넥스젠이 직접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시장에 진출한 것은 2010년 여름부터이다. 일반 소비자 시
장이나 인터넷 시장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병원이나
에스테틱 샵을 타깃으로 정했다.
장품이라는 '컨셉트'를 위한 홍보도구일 뿐, 실제 효과는 기

처음엔 병원용으로 미백·주름개선·두피 관련 제품들을 만

대할 수 없는 것이다.

들었지만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비싸다'는

"원료를 파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효과가 나도록 좀 넉넉히

반응이 돌아왔다. 의료기기를 통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화

넣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장품을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상

우리가 제대로 넣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태에서 가격을 깎아 내리려고만 했다. 한편 에스테틱

시험 삼아 '가디언'이라고 이름 붙인 에센스를 수백 개 만들

샵의 경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느

어서 주변 분들에게 뿌려봤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더군요.

곳보다 절실하게 효과 좋은 화장품을 찾고 있었기 때문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에 서로의 이해가 맞닿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넥스젠은

넥스젠 이선교 대표의 말이다.

몇몇 병원에도 제품을 공급하지만, 에스테틱 샵 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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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패킹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선교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생물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곧 두 마리, 네 마리가 되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품질이 좋다는 외제 화장

고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그래서 멸균처

품들의 전성분 분석표를 공부했더니 방부제를 많이 쓰

리를 해도 제품의 뚜껑을 한 번 여는 순간, 더 이상 무균

더군요. 어느 회사나 자사의 제품에 영양분이 많다고

상태가 아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에

홍보하는데, 영양분이 많다는 건 화장품을 변질시킬 수

다 쓰고 버리는 1회용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는 조건 또한 좋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추출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넥스젠만의 특징이

방부제가 안 들어간 상태라면 1주일도 안돼 상해버릴 겁

다. 많은 이들이 자연, 자연, 식물, 식물을 주문처럼 외

니다. 엄청난 양의 독성물질인 방부제가 투여되는 이유가

우며 식물의 이미지에 현혹되어 있지만, 사실 식물에는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방부제가없는제품을만들기

유효성분도 있으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도 있다. 인체에

로결정했습니다."

이로운 성분만을 식물에서 추출해내려면 엄청난 비용

제대로 된 무방부제 제품은 무방부제·멸균 처리, 1회용

이 들기 때문에 그저 뭉뚱그려 짜낸 식물추출물은 온갖

회사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고, 벤처기업이다 보니 시스
템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딪치
며 헤쳐 가는 일도 많다. 이선교 대표의 책상 뒤쪽 벽면
에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하지 말라'는 의미의 'Never
Say Never'라는 문구와 'Never Stay', 'Never Stop'이라는
성분이 한데 섞여 정확한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원료이

문구가 박혀 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안 보이고,

다. 그래서 넥스젠은 정체 모를 식물추출물 대신 사람

해보면 안 되는 일도 많지만 되는 게 많은 만큼 '해보자'

의 세포와 유사하게 구성한 인공세포배양액(비타민,

의 정신이 사원들에게 강조하는 넥스젠의 도전정신이

미네랄, 아미노산 등으로 조성)과 세포 자체의 재생력

기도 하다.

┃글 경회숙

을 되살릴 수 있는 각종 성장인자 단백질을 조합하여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닌 메디컬케어 영역까지 넘보는
고기능성 화장품을 만든다. 넥스젠은 현재까지 50가지
가 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자체 개발한 상태이다.
Never Say Never
넥스젠에는 분자생물학과 식물공학 전공자들이 모여
있다.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회사이다 보니 일반적
9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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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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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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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화장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넥스젠만의 세 가지- 무방부제·멸균 처리, 식물추출물 0%, 성장인자 단백질 자체 생산
스마트폰은 모바일폰 범주에 들어가지만 휴대폰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는 차별화된 이름
을 부여 받았다. 컴퓨터와 모바일폰이 결합된 스마트폰은 좀 더 향상·개량된 또 하나의 새로운 기기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온 혁신적 통신기구이기 때문이다. 넥스젠의 스킨케어는 코스메틱스(COSMETICS) 범주에 들어가
지만 바이오메틱스(BIOMETICS)라 불리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 주로 화학적인 기술에 의존하여 제품 제형에 의존
하던 기존 화장품들과는 달리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도움으로 탄생한 넥스젠의 스킨
케어는 의약품에 근접하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킨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
받기를 바란다.

무방부제·멸균 처리
방부제를넣지않고,1회용패킹제품을선보이는이유는?
넥스젠 제품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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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화장품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첫 번째 미덕이다. 화장품

에 대해서는 온갖 경계를 하면서도 화장품의 방부제에 대해

은 뚜껑을 한 번 열면 대개 몇 달을 두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서는 여전히 무지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화장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체에

품의 방부제 역시 해롭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는 것이다.

말이다.

방부제란 놈은 미생물의 세포증식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니

그런 이유로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넥스젠 화장품은 독

말이다.

보적인차별성을획득하였다.

한마디로 방부제는 독성물질이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

지난 30년 동안 화장품에는 새로운 소재들이 수없이 등장하

제로 어독성(魚毒性) 실험을 하면 작은 물고기의 경우, 단 5

고, 제형에 있어서도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무방부제·

초 만에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식품의 방부제

멸균처리화장품은2011년에들어서야넥스젠에의해처음

으로개발되었다.
아무리 무방부제 제품이라도 사용 중에 오염되어 버린다면
또 다른 흠결을 가진 제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넥스젠은 어떤 방법으로 미생물 오염 문제를 해결했을까?
방부제를 쓰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장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넥스젠은 제조과정 중
에 끼어들어 유통, 사용 중에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 균들을
확실히 처치(멸균)하고, 딱 한 번만 쓰고 버리는 1회용 패킹
제품들을 내놓았다. 멸균 처리되어야 진정한 무방부제 제품
이되기때문이다.
유기농화장품이라는 것이 있다. 유기농 식품이 몸에 좋듯,
유기농화장품도피부에좋을까?
대답은 'No'이다.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
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원료를 재배할 때 농약
을 안 쳤다고 해서 피부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유통과정과 제품사용 중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방부제를 첨가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재배 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치는 것과 무엇

수 있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그 효과가 증

이 다를까?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

명된상태이다.

는 순간, 더 이상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이다. 유기농 화장
품은 별도의 방부제 첨가 없이 식물 그 자체를 식용하는 유

식물추출물 0%

기농농산물과는그맥락을달리하는것이다.

식물공학자 집단이 식물추출물을 거부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화장품을 사용해 온 사람들은 늘 방부제 영향권

두 번째 차별성은 제품에 식물추출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방부제가 자기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다는것이다.넥스젠은식물유전공학전문회사이다.좀더자

주고 있는지 실감을 못한다. 만약 가지고 있던 화장품들을

세히 말하면 식물에서 인간단백질을 만드는 재조합 단백질

휴지통에 몽땅 쳐 넣어 버린다면 진짜 자기 피부를 확인할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즉, 그곳에는 식물공학자들이 모여

수있을것이다.

있다. 그런데 왜일까? 그 누구보다 식물의 실체를 잘 알고 있

넥스젠의 무방부제·멸균 제품들은 방부제의 해악을 반증할

는사람들이어떤이유로식물추출물을배제하는걸까?
17

하지만 알로에추출물의 경우, 그 성분과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함유되어 있는
지, 함량은 얼마인지, 금속이온의 농도는 얼마인지 알 수 없
는 것이다. 알로에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제조사
도,그누구도말이다.
일종의시금치추출물인시금치국도,미역추출물인미역국도
어떤성분으로구성되었는지우리는상세히알지는못한다.
그래서 넥스젠은 식물추출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시중
의 화장품 중 식물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넥
NINJA1™는 메조롤러를 완벽 대체할 수 있는 인공거미줄
단백질 함유 미세침 해초/약초필(필링, 주름개선)이다.

스젠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넥스젠은 성분조차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식물추출물 대신 성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원료들만을 사용한

식물은대개'순하고','싱그럽고','아름답고','건강하다'는이미

다. 바로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을 세포에 인공적으로

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 어쩌면 세

조성한 인공세포배양액이 그것이다. 넥스젠 이선교 대표의

상에서 식물만큼 독한 생물은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가

말처럼 꽃이 아름답다지만 꽃을 갈아 얼굴에 바른다고 얼굴

만히 서서 10분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식물은 한자리에서

에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꽃은 생존을 위한

수백년쯤은우습게살아내고있으니,독종이다.

수단일 뿐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식물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생명체로부터,

여전히 스킨케어 분야를 감성이라는 옛 패러다임으로 접근

그리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넥스젠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기방어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물질들 중 일부

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킨케어 분야만큼은 과학을 넘어 스

는 인간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역기능, 즉 부작용을 일으킬

마트과학으로향해야한다고.

수도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사리도 그 특유의 독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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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동안 물에 우렸다 먹지 않는가. 식물추출물에는 잠재

성장인자 단백질 자체 생산

적위험성이도사리고있다.

효과를 볼 만큼 충분한 성장인자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식물추출물의 성분

이유는?

과 함량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설탕물은 오로지 설탕과 물,

세 번째 차별성은 차세대 화장품 신소재로 채택되고 있는

소금물은오로지소금과물로만이루어져있다.

성장인자단백질같은재조합단백질을자체개발·생산한다

는점이다.
8년전,당시화장품분야에는레티놀같은신소재가더이상
등장하지않는상태였다.
이때마침의료용·치료용단백질을연구·개발하는전문회사
인 넥스젠은 20여 가지의 성장인자 단백질을 상업적으로 내
놓고 국내 대형 화장품 회사 등에 원료로 공급했는데, 이것
이계기가되어화장품시장과인연을맺게되었다.
피부탄력을 회복시키고,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성장인자 단
백질은엄청난고가(高價)에거래된다.
워낙 비싸다보니 실제로 성능을 발휘할 만큼의 양을 사용
하는 건 화장품 업체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
비싸기때문에효과가날정도로쓸수없다'는말이다.
한편, 넥스젠의 경우 성장인자 단백질 등을 스스로 연구하
여 개발하고, 또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정도의 가
격으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즉,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고있는것이다.

┃글 경회숙

넥스젠의 무방부제 멸균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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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케어를 넘어

메디컬 케어로!
넥스젠은 지금 인공 거미줄 단백질을 개발 완료했다!
50여 종의 성장인자 단백질을 개발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스킨케어 시장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넥
스젠. 노화관리를 궁극적 목표로 잡고, 화장품이 의약품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한다.
최신 탄력소재인 거미줄 단백질과 안정성이 향상된 EGF, 그리고 기획·개발 완료된 신소재를 알아보고, 메디컬케어
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본다.

특수케어전분야의60종제품
넥스젠은 화장품 산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회사

무방부제·멸균 처리 방식, 식물추출물 완전 배제, 자체 생산

이다. 1999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치료제·의약품 등에 활

고성능 화장품 원료로 인한 제품의 품질과 성능 확보라고

용하는 재조합 단백질을 연구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할수있다.

넥스젠은 미생물을 이용해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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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식물에서 인간단백질을 만드는 식물분자농업 분야의

신탄력소재인거미줄단백질

세계적선두주자중하나로,국제적명성을지니고있다.

넥스젠의 화장품 신기능성 소재인 성장인자 단백질은 현재

8년 전, 고성능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장인자 단백질

50여 가지에 이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포재생과

을 대형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면서 화장품과의 인연이 시작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EGF(Epidermal Growth

되었고, 2009년 화장품 제조개발을 시작, 2010년 여름부터

Factor), 세포재생과 노화방지는 물론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화장품시장에진출하였다.

주는 IGF(Insulin-like Growth Factor: 인슐린유사 성장인자)

현재 넥스젠은 악건조성 피부, 주름, 비만, 두피, 트러블 등을

등을꼽을수있다.

개선하기위한특수케어약60종을시장에내놓고있다.이제

개발을 완료한 단백질도 있다. 하나는 스파이더 실크(spider

품들은피부관리실전용으로특화된것들이다.

silk),즉거미줄단백질이다.피부에탄력을주는콜라겐과엘

넥스젠 제품의 독보적 특징이자 장점은 앞서 언급했듯 크게

라스틴이 오랫동안 탄력소재로 이용되는 동안 새로운 탄력

SPIDER
TOXIN
PROTEIN
소재는 개발되지 않았다. 또, 콜라겐의 경우 돼지껍데기 또

것이다.

는 생선비늘에서 추출되듯 기존의 탄력소재는 가축 또는 어

거미줄단백질과안정성향상EGF,그밖에보톡스를대체할

류로부터 추출된 것으로, 동물유래 소재라는 단점이 있다.

수 있는 스파이더 톡신(Spider Toxin), 즉 거미독 단백질과 식

근래에 동물유래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이나 조류

물에서 생산한 해파리유래 녹색형광단백질(GFP), 식물에

독감등악성가축전염병에노출될가능성때문이다.

서생산한인간유래단백질(EGF)을개발완료하였다.

이런 이유로 넥스젠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대체할 신탄력
소재로 머리카락처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미줄 단백

화장품은바르는의약품이될수있다

질을 개발하게 되었다. 거미줄을 대량 채집하는 것은 어려

기능을 부여하여 효과를 기대하는 기능성 화장품(효과 추

우므로,대신인공거미줄을개발한것이다.

구 화장품)으로서 스킨케어 분야에 뛰어든 넥스젠의 핵심

안정성(stability)을 향상시킨 EGF 두 종류도 개발 완료하고,

키워드는‘혁신’이다. 그들은 화장품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세포재생과 탄력회복에 뛰어

임을뛰어넘고,플랫폼을바꿀수있기를희망한다.

난 효능을 보이는 EGF는 실온에서 유통되는 기간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는 '바르는 화장품을 통해 젊은 상태를 오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게 된

랫동안 유지하는 것', 즉 노화관리에 있다. 현재 노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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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die hard® 인공거미줄 단백질을 함
유한 보습 세럼.
2 TESLA® 인공거미줄 단백질을 함유
한 보습 로션.
3 NINJA THE GHOST™ 인공 거미줄
단백질 함유 무방부제 멸균 미세침 제
품. 무방부제 멸균 처리하여 염증반응/

5

1

부작용 최소화. EGF 10ppm 함유.

4 안개가인SONIC™ 카트리지 장착
타입 초음파 미스트 기기.
5 안개가인™ 안개가인SONIC™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카트리지 타입 무방
부제 멸균 미스트.

6 THE MASK™ 영양·보습 마스크팩.
진정 관리 시 우수한 효과. 보습력 오래
유지.

2
4

3

를 중심으로 신소재 개발에 집중하며 85살이 되었을 때

능성이 뛰어난 화장품은 어쩌면 이미 의약품의 반열에 올

65살로 보일 수 있도록, 아니 최소한 현재의 나이보다 10

라 있는지도 모른다. 병원에 찾아가 힘들고, 귀찮고, 돈 드

살쯤 어리게보이도록젊음을유지하는방법을찾고있다.

는 과정을 겪는 대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장

넥스젠은 화장품이라는 도구로 스킨케어 프로젝트를 기

품이 일부 의약품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획했지만, 미래에는 메디컬케어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

경회숙

한다. 의학적 효능을 낼 수 있는 물질을 화장품에 담는 것,
다시 말해 화장품이 바르는 의약품이 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한다.
화장품의 본질 중 하나가 '바르는 것'인데, 의약품 중에도
바르는 게 있듯 화장품도 의약품과 접점이 있다는 것.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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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성능 화장품에 사용 중인 각종 단백질
Growth Factor

Skin Care

hEGF

Synthetic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SV

Recombinant Spider Toxin Protein

KGF

Synthetic Human Keratinocyte Growth Factor

SFP

Spider Fiber Protein

aFGF

Synthetic Human Acidic Fibroblast Growth Factor

GS

GH-SFP Hybrid Protein

bFGF

Synthetic Human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ES

EGF-SFP Hybrid Protein

IGF-1

Synthetic Human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SE

SFP-EGF Hybrid Protein

IGF-2

Synthetic Human Insulin Like Growth Factor 2

HAS3

Hyaluronic Acid Synthase 3

bNGF

Synthetic Human Never Growth Factor-beta

Hag Fiber

Recombinant Hagfish Fiber

CTGF

Synthetic Human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GFP

Jellyfish Green Fluorescent Protein

GD11

Synthetic Human Growth/Differentiation factor 11

EGFGFP

EGF-GFP Hybrid Protein

GH

Synthetic Human Growth Hormone

GFPEGF

GFP-EGF Hybrid Protein

IL-2

Synthetic Human Interleukin-2

EG

EGF-GH Hybrid Protein

NOG

Synthetic Human Noggin

GE

GH-EGF Hybrid Protein

PDGF-BB

Synthetic Huma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BB

LIN

Synthetic Human LIN protein

VEGF121

Synthetic Human Vascular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TGF-α

Synthetic Human Transforming Growth Factor alpha

TGF-β

Synthetic Human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SCF

Synthetic Human Stem Cell Factor

THY-b4

Synthetic Human Thymosin Beta-4

PRX1

Synthetic Human Peroxiredoxin 1

PRX2

Synthetic Human Peroxiredoxin 2

SOD

Synthetic Human Superoxide Dismutase

TRX

Synthetic Human Thiored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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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Skincare
Biometics
넥스젠의 스킨케어는 잘 설계되고 엔지니어링된 최첨단 전자제품과도 같은 공학적인 제품으로, 성분과 함량과 기능
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식물추출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동물 유래의 어떠한 원료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 유래
의 잠재적 병원체의 전이로부터 안전하다. 즉, 제품의 모든 성분들을 이미 알려진 단일성분으로 분자수준에서 정량
적으로 계산하여 제작하는 분자화장품, 즉 기존의 단순 혼합물 개념의 코스메틱스(COSMETICS)와는 구별되는 바
이오메틱스(BIOMETICS)가 되는 것이다.

화장품의 기본적인 기능은 보습과 영양이다. 최근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들의 종류와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없

에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

을 것이다. 성분이란, 기능을 발휘하는 최소 단위로 식물추

하여 기능성 성분들을 추가적으로 첨가하고 있다. 화장품에

출물 속에는 각종 단백질, 아미노산과 미네랄 등의 영양성

는 일반적으로 기능성 단일성분들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식

분과 2차 대사산물들 즉 각종 알칼로이드 물질 등 수많은 성

물추출물들또한기능성을부여하기위하여사용되고있다.

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물 상태의 식물추출물을

식물은 자연, 또는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의미를 나타내고는

성분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기능을 하는 성

있지만, 실제 식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장소에서 움

분이 얼마나 제품에 포함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제품의

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기후변화 또는 병원균 및 해충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

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길항물질들을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개에

생산한다. 이 물질들은 주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른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화장품조차도 식물추출물들을

생물체를 억제하기 위한 것들로 그 정체를 완전히 알고 있

화장품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제품의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지 못하며 때로는 인체세포에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

알수없는구조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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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물추출물을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단순히 '어떤 식

바이오메틱스,넥스젠스킨케어

물추출물을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 외에 추출물에

넥스젠의 스킨케어류에는 21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9가지

부제 멸균 스킨케어는 화장품 산업에서의 안전, 친환경 제
품으로서 진정한 유기농 화장품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살균성 방부제를 첨가하
고 있어 이를 유기농 화장품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산
물에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이 있듯이, 방부
제를 일절 사용치 않은 넥스젠의 무방부제 멸균제품들은 진
정한의미의유기농화장품이라할수있다.
이처럼 넥스젠의 스킨케어는 잘 설계되고 엔지니어링된 최
첨단 전자제품과도 같은 공학적인 제품으로, 성분과 함량과
비타민 및 10가지 미네랄 등을 인체세포 농도와 유사하게
조성하고 혈액과 유사한 pH 7±0.5 중성 및 삼투압 300±20
mOsmol/Kg으로 조정한 인공세포배양액을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여 피부세포의 자극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피부의 영
양밸런스를최적화시킨다.
또한 식물추출물 등과 같이 기능이 불확실한 복합 추출물들
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품 사용용도(예: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에 따라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

기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식물추출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동물 유래의 어떠한 원료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 유
래의 잠재적 병원체의 전이로부터 안전하다. 즉, 제품의 모
든 성분들을 이미 알려진 단일성분으로 분자수준에서 정량
적으로 계산하여 제작하는 분자화장품, 즉 기존의 단순 혼
합물 개념의 코스메틱스(COSMETICS)와는 구별되는 바이
오메틱스(BIOM-ETICS)가 되는 것이다.

┃글 넥스젠

중앙연구소

는 단일성분들만을 정량 투입하고 있다. 즉,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성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화장품들
이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제품이라면, 단
일성분들만을 정량 투입하고 있는 넥스젠의 제품은 디지털
제품이라고할수있다.
넥스젠 스킨케어는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방부제 멸균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
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저독성 방부제를 사
용한 제품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효성분이 방부제의
역기능을 충분히 보상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효성
분의 함량을 충분히 함유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유기농이
안전, 친환경 농산물의 대안이 되었듯이 화장품에서의 무방
25

무방부제멸균스킨케어
miniHALU™(미니하루)
고성능 에센스 세럼
히아루론산필러, 영양 보습 주름개선
식약처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 실온보관,
0.6g x 60ea/pk(홈케어 판매용)

BB4™(비비포)
비비크림
영양 보습 주름개선
주름개선 기능성 식약처 인증, 실온보관,
0.4g x 60ea/pk(홈케어 판매용)

miniRAIN™(미니레인)
오일성 영양크림
영양 보습 주름개선
식약처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 실온보관,
0.6g x 60ea/pk(홈케어 판매용)

miniJAZZ™(미니째즈)
에센스 세럼
영양 보습 주름개선
식약처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 실온보관,
0.6g x 60ea/pk(홈케어 판매용)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넥스젠바이오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6 해피랜드 3층
Phone: +82 2 857 1671 Fax: +82 2 857 1674
info@nexgenbiotech.com www.nexgenbiotech.com
ⓒNEXGEN Biotechnologies, Inc.
Seoul, KOREA
●

●

●

●

NEXGEN Biotechnologies, Inc.
㈜넥스젠바이오텍(NEXGEN)은 세포재생 및 항산화력이 뛰어난 하이브리드 재조합 단백질 연
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기업으로 선정 및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
되었고, 2016년에는 유전공학적 기법에 의한 인공거미독단백질 대량생산 기술로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미독 하이브리드, 전갈독 하이브리드, 보톡스 하이브리드, 해파리 하이브리드, 결빙방지 하
이브리드 단백질 등등 세포재생력과 항산화력이 뛰어난 신물질 단백질류를 100여가지 이상
개발하여 국내외에 고성능 스킨케어 소재로 공급 중에 있으며, 일부는 화상치료제/보톡스대체
신약 후보물질로 의약품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회사 연혁
2019 08

(주)넥스젠바이오텍 본사 이전(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6,
해피랜드 3층)

2016. 08 공장 증설(400평)
05 제 10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04 2016 한국품질경쟁력 대상-바이오기술 부분
2015. 11 ㈜넥스젠 본사 이전(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B1동 2층)
2014. 12 2014 대한민국 뷰티산업 대상 신기술 부문 선정(한국일보사)
2014. 09 SBC 인증원,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KS Q ISO 9001 : 2009 / ISO 9001 : 2008)
2012. 12 미학 잡지 “THE NEXT” 창간호 발행
07 강남사무실(역삼동 삼정호텔) 개설
2008. 11 ㈜넥스젠 본사 서울 이전(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2005. 12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식물생산 인간 TSHR 단백질 생산기술)
산자부, 국가지정연구실(NRL) 선정(조류독감 진단제 개발)
2001. 12 제6회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 단체상(“장애인 먼저”실천중앙 협의회)
대전광역시장 표창
10 바이오 부문 우수 벤처 선정(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매일경제신문사)
2000. 11 노동부장관 표창
09 GMO 정성키트 산자부 주관 코리아뉴밀레니엄상품(KMP) 선정
06 기업부설연구소 지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2000-1808호)
05 GMO 정성키트 국내 최초 개발 및 제품 출시
04 벤처기업 등록(중소기업청 제 2000152271-0542호)
02 중앙연구소 개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65-1)
1999. 11 법인등록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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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본사/연구소/공장

NEXGEN Biotechnologies, Inc.
3F, Happyland, 66,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08376, S/KOREA
Phone: +82 1599 0212 / +82 2 857 1671

Fax: +82 2 857 1674

info@nexgenbiotech.com
www.nexgenbiotech.com / www.skinthenext.com

☎1599-0212

호텔서라벌
리치타워
아파트

강남 사무실

차병원줄기세포
치료연구센터

(주)넥스젠바이오텍 ㅣ NEXGEN Biotechnologies, Inc. ㅣ www.nexgenbiotech.com / www.skinthenext.com

베스트웨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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