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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은 현대인의 주 관심 대상이며, 이를 위해 전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Health & Beauty 시장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블록 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전세계의 결제 및
투자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GET Coin은
주목(Taxus cuspidate)으로부터 추출한 식물줄기 세포(CMC-Cultured
cambial meristematic cells )를 응용한 ‘U get V’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유통되는데 사용되는 블록 체인 암호화폐로서, 본격적인 유틸리티
코인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갈 계획입니다.

GET Coin은
Get
Emotion

Technology를 기업 이념으로 하여, Beauty 와 Beauty를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개요
제품 개요
유겟브이 제품 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U GET V – Brief Product Description

먼저 유겟브이 제품들의 효능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겟브이 제품들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irst, in order to recognize the mechanisms of efficacy of U GET V products, there needs
to be an understanding of the world’s only technology to produce the main material.

다음은 유겟브이 제품 들의 주원료 와 그 원료 제조기술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the main ingredient and the ingredient manufacturing
technology.

1.유겟브이 제품들의 주원료 이자 효능을 구현시키는 원료
a.산삼 줄기세포 추출물
b.주목 줄기세포 추출물

c.개똥쑥 줄기세포 추출물
1. The raw material w that materialize the efficiency of the U GET V products
a. Wild ginseng cell stem cell extract
b. Yew tree stem cell extract
c. Artemisia annua L. stem cell extract

개요
● 주 원료 생산 기술 Main 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어떤 특정 식물은 특정한 병증 또는 노화나 산화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방지 하거나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특정한 유효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rtain plants have unique active substances that have outstanding efficacy in preventing

or curing certain pathologies, aging and/or oxidation phenomena.
그 특정하고 탁월한 유효 물질을 대량으로 또한 표준화 하여 생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CMC PLATFORM TECHNOLOGY입니다.
The only technology capable of producing large quantities and standardizing the
specific and excellent active substances is the CMC PLATFORM TECHNOLOGY.
이 기술에 대한 입증 과 메커니즘은 세계최고의 학술지인 NATURE BIO TECHNOLOGY 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The proof and mechanism of this technology was selected and published as the
cover paper of world renown journal, NATURE BIO TECHNOLOGY.
CMC PLATFORM TECHNOLOGY는 한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 공동연
구하여 개발된 기술입니다.
CMC PLATFORM TECHNOLOGY is a technology developed jointly by a renowned
botanist in Korea and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

(이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첨부한 기술자료를 참조하십시요)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is technique,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additional knowledge document)
이 특별하고 유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원료물질은 화장품으로는 유일하게 유겟브이
제품들에만 사용합니다.
U GET V is the only cosmetic brand exclusively uses this technology for its raw
materials.

물론 이 원료물질들은 화장품의 적절한 원료로 인정받아 등록되어 있습니다.
Furthermore, these raw materials are recognized as a suitable raw material for
cosmetics.

개요
●● 유겟브이 제품들의 믿기지 않는 효능에 대한 메커니즘
The mechanism behind the unbelievable efficacy of U GET V products
유겟브이 의 전제품은 위 1항에 서술한 원료들의 효능에 기인합니다
All U GET V products are due to the efficacy of the raw materials described in Section 1

above.
-원료들의 효능 Efficacy of the raw materials
a.산삼은 인체내의 셀룰라이트 와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킵니다
또한 항산화 와 항염증 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Wild Ginseng removes cellulite and fat in the body and regenerates skin collagen
It also has excellen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b.주목나무는 항암제 팍크리탁스 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강력한 항염증 및 천연미백 성분이 있
습니다
The Yew tree has a strong anti-inflammatory and natural whitening ingredient that is
used as the main ingredient of anticancer drug Paritax.
c.개똥쑥에는 류머티스 관절염의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성분인 3.5-dicaffeoylquinic acid
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통증을 제거하고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성분입니다
The Artemisia annua L. has a component called 3.5-dicaffeoylquinic acid, the only
ingredient that can treat rheumatoid arthritis. This is the ingredient that removes all the
pain and cures the cause of the pain

위의 모든 효능에 대한 내용들은 구글에 검색하면 수 만편 이상의 논문으로 이미 철저히 검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All of the above benefits have already been thoroughly verified with more than a
few thousand papers in Google searches.

또한 전세계 15개국에 96개의 특허를 획득하여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It has already been certified by 96 patents in 15 countries worldwide

●● 유겟브이 제품들의 믿기지 않는 효능에 대한 메커니즘
The mechanism behind the unbelievable efficacy of U GET V products
마지막으로 이런 초고가의 효능 성분들을 어떻게 유겟브이 제품에는 다량으로 함유시켜서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을까요?

Finally, how could these high quality ingredients be included in the U GET V product in
large quantities to maximize its efficacy?
(이 효능 성분들의 함유량은 유겟브이 제품들의 성분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CMC PLATFORM TECHNOLOGY는 세계 최초이자 현재 까지도 유일한 식물줄기세포의 형성층
을 분리 배양하여 농약과 중금속 의 위험에서 자유롭고 표준화가 가능한 유일한 기술입니다
( 모든 천연물은 표준화가 불가능합니다)
(The contents of these effective ingredients can be checked with Ingredients of U GET V
products)

이 줄기세포 배양 기술로 무한정 유효성분을 배양하여 제조 가능 하므로 초고가의 원료도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CMC PLATFORM TECHNOLOGY is the world's first only technology that can separate and
cultivate the cambium layer of plant stem cells, freeing and standardizing the pesticides

and heavy metals (all-natural products cannot be standardized)
Since this stem cell culture technology can be manufactured by cultivating an infinite
active ingredient, it is still economical to use high-priced, good-quality raw materials.

위의 서술한 모든 내용은 유겟브이 의 제품을 직접 경험함으로서 단시간내 에 확인이 가능합니
다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can be confirmed in a srort time by directly experiencing and
utilizing U GET V products.

감사합니다 Thank you.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U get V cream

주 원료
그 어떤 제품들보다
U GET V 제품이 더
좋고 뚜렷한 지방

감소 효과를
산삼 CMC 추출물
지방세포 형성 억제
지질대사 증가
혈액 순환 개선
진피 콜라겐 증가

주목 CMC 배양액
항염증
피부 수분 개선
UV 손상 회복
항 박테리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산삼 CMC 와
주목 CMC 입니다.

식물줄기세포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식물 형성층
분열조직 세포 (CMCs) 를 분리·배양한
팀이다.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수천년간 사람들은 주목나무와 산삼을 질병치료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해 왔다.

독점적이며 특허화된 CMC 원천기술과, 수천시간의 제형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식물줄기세포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주목 CMC 의
배양액과 산삼 CMC 추출물의 조합이 뛰어난 화장품으로써의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U GET V 제품들이 탄생 되었다

산삼 CMC 추출물

산삼

산삼 CMC

주목 CMC 배양액

1,000+ 년 이상 된
주목나무

주목 CMC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산삼 CMC 추출물

INCI name: Hydrolyzed Panax Ginseng Meristem Cell Extract






지방세포 형성 억제
지방 대사 증가
혈액 순환 향상
피부 콜라겐 증가

주목 CMC 배양액

INCI name: Taxus cuspidata Meristem Cell Culture Conditioned Media






항염증
피부 보습력 향상
UV 손상 회복
항박테리아

U GET V 제품의 놀라운 지방 감소 효과의 상당한 부분은 산삼 CMC 추출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희귀 진세노사이드 (RG) 때문입니다.
많은 학술 연구들을 통해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지방대사 조절과 지방전구세포
분화억제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산삼 CMC 추출물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양의 희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삼 기반 원료입니다. 이것이 U GET V 가 강력한 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RGs 의 지방세포 형성 억제 효과
Source: Phytother. Res. 2009; 23:262-266
Conclusion: 3T3-L1 세포에서 RG는 효율적으로 지방 세포 형성을 억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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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RGs 의 혈액 지방 감소 효과
Source: Biomolecules and Therapeutics 2008; 16(4):364-369
Conclusion: RG가 혈액 고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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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RGs 의 간세포 지방 억제 효과
Source: Int J Mol Sci. 2012;13(5):5729-39
Conclusion: RG 는 간 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 레벨을 현저히 감소 시킴

희귀 진세노사이드들은 드라마틱한 지방 감소 효과를 가짐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산삼 CMC 의 TG & TC 대사 증가 효과
Source: Journal of Pharmacy and Pharmacology, 68 (2016), 119-127
Conclusion: 산삼 형성층 분열조직 세포는 고지방 식이 섭취 쥐에서 간지방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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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진세노사이드들은 드라마틱한 지방 감소 효과를 가짐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 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주목 추출물의 콜라겐 생합성 증가효과
Source: J. Soc. Cosmet. Scientists Korea 2004; 30(2):211-219
Conclusion: 주목 추출물은 콜라겐 생합성을 증가시켜 주름 개선 효과를 나타냄

콜라겐 합성 증가
비율 (%)

0.02% of stem extract

0.02% of leaf extract

주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은 현저한 항 노화 효과를 가짐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주목 추출물의 elastase 억제 효과
Source: J. Soc. Cosmet. Scientists Korea 2004; 30(2):211-219
Conclusion: 주목 추출물은 각질층의 elastin 을 분해하는 효소인 elastase
의 활성을 억제함

2.0%
stem extract

2.0%
leaf extract

2.0%
seed extract

주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은 현저한 항 노화 효과를 가짐

상품기술 개요
● 특허화되고 독점적인 CMC 원료를 통해 만들어짐

주목 CMC 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인
Taxusabietane A의 항염증 효과
Source: Fitoterapia 2011; 82: 1003-1007
Conclusion: Taxusabietane A 는 carrageenan으로 유도된 실험 모델에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냄

주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은 현저한 항노화 효과를 가짐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 식물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나?
식물 안에는 매우 놀라운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능력의 근원은 식물줄기세포에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한 곳에서 모든 환경적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는 식물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줄기세포에 발생과 생장에 대한 모든 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므두셀라 소나무 4900 년

주목나무 3500년

은행 나무 1100 년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 식물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나?
“식물 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 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 ’Nature’ 415, 751-754 (2002)

● 식물에서도 노화가 죽음으로 연결되는가?

식물도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여 잎이 떨어지고 생장이 감소된다.
식물에서 생리적 활성의 정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New Phytologist 187 (2010) : 546-567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 식물 노화의 재해석

적절한 환경 조건

새로운 기관의 재생[2]

Life Cycle의 재시작

식물에서 노화는 죽음이 아닌 성숙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Life cycle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식물의 노화는 동물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 식물의 노화에 담긴 비밀
다년생 식물들은 보통 계절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한 반응에서 주기적으로 성장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능력을 가지며,
perenniality(영속성)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season에 영양생장을 계속할 indeterminate
meristem이 최소 하나가 필요하다.[3]

강한 재생력을
가진
식물줄기세포

재활성에 필요한

새로운 life cycle
준비

다양한 resources
저장

존재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세포는 죽거나 파괴되지만, 식물줄기세포는 휴식을 취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 식물줄기세포의 STEMNESS

식물의 무한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식물체 전체에 위치한 식물줄기세포의 STEMNESS 때문이다.[4]

식물줄기세포가 유지되는 한, 식물의 삶은 무한하게 반복된다.

식물줄기세포는 “STEMNESS”를 가지며,
식물의 노화는 식물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줄기세포(stem cell)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의 기원이 되는 미분화 상태의 세포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해, 식물체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까지 성장하고
재생하게 합니다.

식물줄기세포(plant stem cell)는 식물의 발생과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이 프로그램 되어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세포(immortal cell)이며 식물 생명력의 근원(origin)입니다.

“식물 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 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 ’Nature’ 415, 751-754 (2002)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생명체
브리슬콘 소나무

지구 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생명체
자이언트 세쿼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수령 약 4,77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높이 87m, 무게 2,000t

눈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는 복수초
눈 속에서도 그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해살이 풀

살아있는 화석(living fossil)
이라 불리우는 은행나무
2억 5천만년 전 공룡과 같이 살았고 빙하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

식물 줄기세포의 특성
식물 줄기세포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160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물줄기세포 (meristematic stem cell)만을

순수하게 분리 및 배양 성공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성층(식물줄기세포)은 매우 얇고 미세하며 얇은 세포벽을 가진
미세한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리 과정에서 쉽게 손상된다.”
Life Science 322, 633-650 (1999)
형성층은 좁고 축방향으로 가늘게 늘어진, 얇은 세포벽과 수많은
액포를 가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는
관다발 조직 사이에 끼어 있어, 추출 시 쉽게 손상이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Journal of Microscopy 187, 77-84 (1997)

형성층은 식물의 분열조직으로써 식물의 줄기세포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얇은 세포벽을 갖는 소수층의 세포로 식물체에 극미량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분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손상되어 줄기세포의 특성을 잃게 됩니다.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성
● 캘러스와 형성층 줄기세포는 다릅니다!

탈분화세포(캘러스, callus)는?
‘탈분화’란 이미 분화가 완료된 세포에 상처를 가하여 그 특징을 상실하고 분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탈분화세포는 식물 체세포에 상처를 가한 뒤 일시적으로 상처 회복을 위해 세포 배양에 필요한 분열능력을
획득한 세포입니다.

형성층 줄기세포는?
‘형성층’이란식물의 생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핵심기관입니다.
형성층 줄기세포는 한 번도 분화가 되지 않은 식물의 줄기세포
입니다.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성
● 캘러스보다 우월한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징
Starch
Starch

풍부한 영양성분

형성층 줄기세포

캘러스

St

ar
ch

대부분의 생명체는 에너지 생성을 위해 영양성분이 필요합니다.

형성층 줄기세포는 많은 수의 starch (녹말)가 있는 반면, 캘러스에는 보이지 않음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성
● 캘러스보다 우월한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징

미토콘드리아

활력

형성층 줄기세포

캘러스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형성층 줄기세포는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 캘러스는 그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적고 움직임도 둔함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성
● 캘러스보다 우월한 형성층 줄기세포의 특징
항산화 활성

CAT activity test

형성층 줄기세포

캘러스

과산화 수소를 떨어뜨렸을 때 형성층 줄기세포가 훨씬 활발하게 물과 산소로 분해 함

항산화 효소는 유해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합니다.

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대한민국 특허 제 10-1100867 호 등록
주목의 형성층 또는 전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를 유효성분
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항염증 또는 항산화용 조성물

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항염/항균 효과
주목나무에는 Lignan, Taxusabietane A 등의 성분이 있어 탁월한 항염/항균 효과로 다양한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항산화 효과
주목나무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Lignan, Catechin, phenolic hydroxy 등의 성분이 있어 피부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지의 산화를 방지해 피부손상을 줄여줍니다.

항염/항균 효과를 통한
감염원 제거

외부 감염원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항산화 효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

유해 활성산소

LPS (10ug/ml)

0

CMCs (g/ml)

+
0

+
50

HDF

IL-1β

6h

MMP-2

6h

MMP-9

6h

ICAM-1

6h

항염

맑고 건강한
피부 회복

염증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 억제

SIPS by
H2O2(200uM)
SIPS by H2O2
(200uM) +CMC
50  g/ml)

항산화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

* IL-1β,MMP-2, MMP-9 : 염증 자극의 신호전달에 의한 생성물, ICAM-1 :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세포 부착물군으로 염증 반응 증폭 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함 10)

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 주목 줄기세포 및 배양액의 항노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효능 테스트
• 피부세포의 성분을 파괴하여 세포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UV 자극을 주어 증가시킨
후 각각의 성분으로 처리하여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임
• 주목 줄기세포 배양액 5-10% 처리시 더 효과적인 활성산소 억제 효능을 보임

UV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 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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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 주목 줄기세포 및 배양액의 항노화 효과
MMP-1 발현 억제 효능 테스트
• 미국 FDA에서 허가한 주름치료성분인 레티노익산(RA)과 산삼 줄기세포를 비교하여
실험하였음
• 피부의 콜라겐을 분해하여 주름을 생기게 하는 MMP-1을 발현시킨 후 각각의 성분으로
처리하여 억제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임
• 레티노익산(RA) 보다 주목 줄기세포 및 배양액이 더 효과적인 MMP-1 발현 억제를
나타냄으로써 주름 형성 억제 효과가 기대됨

MMP-1
160
Cell : 50ppm, Media : 10% RA :
10uM

% MMP-1/cell viability

140
120
100
80
60
40

20
0

UVNO
UV

UV+
UV+
d

RA

Cell

Media
d

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 주목줄기세포의 피부재생 효과
Balance 유지 능력
형성층 줄기 세포는 자신의 분열과 분화된 세포 생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acaT viablilty(%
of control)

형성층 줄기세포의
Balance 유지 능력

피부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며, 새로운 각질 세포로
형성되어 각질층의 탈락

피부의 Turn over
주기 회복

Cell

180
130
8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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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나무 CMCs 처리시 keratinocyte cell line (HaCaT) 증식 효능
1) The Plant Cell, Vol. 23: 3247–3259, September 2011
2) Nat Rev Mol Cell Biol. 2009 March; 10(3): 207–217

100

주목나무 줄기 세포의 효능
● 주목 줄기세포 및 배양액의 미백 효과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실험
• 미백 개선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Arbutin과 산삼 줄기세포를 비교하여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실험하였음
• 주목 줄기세포 및 배양액이 arbutin 과 유사한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미백효과가 기대됨

멜라닌 생합성 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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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대한민국 특허 제 10-1126315 호 등록
산삼 또는 인삼을 포함한 인삼류의 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노화방지 또는 항산화용 조성물

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 산삼 줄기세포 배양액의 항산화 효과
UV 에 의한 활성산소 억제

DCF-DA assa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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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 산삼줄기세포의 항노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효능 테스트
• 한국 A社 화장품의 핵심성분인 홍삼추출물(BioGF1K)과 산삼 줄기세포를 비교하여
실험하였음

• 피부세포의 성분을 파괴하여 세포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UV 자극을 주어 증가시킨
후 각각의 성분으로 처리하여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임
• 홍삼추출물(BioGF1K)보다 산삼 줄기세포가 더 효과적인 활성산소 억제 효능을 보임

UV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 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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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 산삼줄기세포의 항노화 효과
MMP-1 발현 억제 효능 테스트
• 미국 FDA에서 허가한 주름치료성분인 레티노익산(RA), 홍삼추출물(BioGF1K), 그리고
산삼 줄기세포를 비교하여 실험하였음
• 피부의 콜라겐을 분해하여 주름을 생기게 하는 MMP-1을 발현시킨 후 각각의 성분으로
처리하여 억제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임
• 산삼 줄기세포 및 배양액은 레티노익산(RA), 홍삼추출물(BioGF1K)과 비교 시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MMP-1 발현 억제를 나타냄으로써 주름형성 억제 효과가 기대됨

UV에 의해 생성되는 MMP-1 발현 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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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 산삼 줄기세포 배양액의 항염증 효과
UV 에 의한 염증 활성 억제
• UV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 α) 억제효능 확인 실험
• 산삼 줄기세포와 배양액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억제를 나타냄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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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줄기 세포의 효능
● 산삼 줄기세포 배양액의 미백 효과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실험

멜라닌 생합성 억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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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식 재산권
CMC Platform Technology 개발에 성공하여, 기술에 대한 방법·물질 특허를
확보하고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을 통해 식물줄기세포의 독점적 IP 권리 확보
원천기술(platform technology)인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기술을 해외 주요 17 개국에 특허 출원하여
광범위한 국제 특허망 확보


물질특허, 방법특허, 용도특허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등록함으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청 주관” 2014년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R&D전략 수립 및 IP
수익창출 모델을 확립



특허청 주관 “2013년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에서 IP스타기업부문 대상(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

CMC Platform Technology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17년 7월 현재)
국내

등록 15건

출원 04건

해외

등록 49건

출원 20건

64건

24건

총

특허 지식 재산권
2005년,
세계 최초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성공하여
CMC Platform Technology
개발

성공적인 식물줄기세포 분리에 이어 2006년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에딘버러
대학교의 세포분자 식물생물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식물줄기세포의 유전적
특성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2010년 11월호에 표지논문으로 실리면서 그 공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특허 지식 재산권
● 다양한 CMC 의 효능 관련 논문들

년도

2012

논문 제목

저널지

Ginkgo biloba L. 에서부터 획득된 cambial meristematic cells 의 in vivo

Journal of

항산화, 항염증 활성

Medicinal Plants

In vivo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cambial

Research (2012)

meristematic cells established from Ginkgo biloba L.

6(15): 3048-3058

은행 CMC (Ginkgo biloba Linn. cambial meristematic cells) 의 extract
로 인한 lipopolysaccharide 로 자극된 RAW 264.7 macrophage cells 에서
2012

의 염증지표들 억제

Suppression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expression of
inflammatory indicators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by extract

Pharmaceutical
Biology (2012)
50(4): 420–428

prepared from Ginkgo biloba cambial meristematic cells

2015

D-galactosamine 으로 유도된 간 손상 쥐에서의 산삼 줄기세포 (wild

Journal of

ginseng cambial meristematic cells) 의 보호 효과

Ginseng

Protective effect of wild ginseng cambial meristematic cells on D-

Research (2015)

galactosamine-induced hepatotoxicity in rats

39(4): 376-383

Wild ginseng 의 배양된 cambial meristematic cells 의 methanol extract
2015

로 인한 natural killer (NK) cell 의 활성 강화 작용과 이의 기작

Life Science

Potentiation of natural killer (NK) cell activity by methanol extract of

(2015) 135: 138-

cultured cambial meristematic cells of wild ginseng and its

146

mechanism

특허 지식 재산권
● CMC 원천기술 관련 논문들
년도

논문 제목
식물 천연물질의 근원인 형성층 분열조직 배양세포
Cultured cambial meristematic cells as a source of

2010

저널지

Nature Biotechnology (2010) 28:
1213-1220

plant natural products
배양된 multipotent cells 에서 유래된 식물 천연물질
Plant natural products from cultured multipotent

Nature Biotechnology (2010) 28(11):
1175-1176

cells

식물 천연물질: 역사, 한계 그리고 cambial meristematic
2012

cells 의 가능성
Plant natural products: history, limitations and the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Reviews (2012) 28(1):
47-60

potential of cambial meristematic cells
Paclitaxel: 생합성, 생산과 미래 전망
2014

Paclitaxel: biosynthesis, production and future

New Biotechnology (2014) 31 (3):
242-245

prospects
Cambial meristematic cells: 식물 천연물 생산을 위한
2015

platform
Cambial meristematic cells: a platform for the
production of plant natural products

New Biotechnology (2015) (in
press)

언론 보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논문이 발표된 후 세계 최초로 CMC Platform
Technology 개발에 성공한 내용이 SBS, KBS, MBC 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SBS 8시 뉴스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언론보도
180여 국가에 40개 언어로 약 3억 8천만 명의
주 시청자 층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채널 디스커버리 채널이
세계최초로 분리·배양된 바이오 신소재,
식물줄기세포를 소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30개국 방송).

디스커버리 채널은 과학, 역사, 자연사 분야의
다큐멘터리, 논픽션 프로그램 전문 채널으로서
전세계의 정치 및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상류층,
전문직, 최고경영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 고정
채널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프라임타임에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 “How Do They Do It”이
식물줄기세포연구원의 기술과 제품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CMC Platform Technology는 식물줄기세포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로써, 고부가가치 생리활성 물질이나 재조합 단백질을 사업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원식물체

식물줄기세포 분리

초기 배양

현탁배양

20L
bioreactor

사업화

대량 배양 표준화

생물 반응기 대량 배양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 Cell Line Bank 구축
CMC Platform Technology 를 활용하여 다양한 식물체로부터 수 십 개의
세포주들을 분리/배양하여 Cell line Bank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00 년 이상 된
주목나무

50 년 이상 된
산삼

1,100 년 이상 된
은행 나무

라이코펜 고함유
토마토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 보유 Cell Line
현재까지 수 십 개의 Cell Line 보유 중이며 유전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치 있는
식물 종으로 부터 지속적인 CMC 분리/배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식물들

Y

Cell Lines

Y-1
Y-2
Y-3
Y-4
Y-5
Y-6

WG

WG-1

AG

AG-1

G

G-1
G-2

T

T-1

M

M-1

A

A-1

C

C-1

S

S-1

H

H-1

TT

TT-1

G

G-1

T

T-1

L

L-1

WL

WL-1

P

P-1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 다양한 공정을 통한 원료개발
산삼줄기세포를 활용하여 고 품질의 다양한 ginsenosides 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의 다양화를 통해 유효성분의 다양화, 기존 홍삼, 인삼에 없거나 극히 소량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 함량 증대, 그리고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양성

Diversity
강화

Enhancement
특수

Specificity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 전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자제 구매단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에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균질하고 일관성 있는
원료를 생산하되 무균적으로 배양하여 깨끗하고 생산 과정 중 농약, 중금속, 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을 넣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생산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생산 가능합니다.
세포 영양분 제조
정제된 초순수를
제조용수로 사용

세포 영양분 멸균
고온고압에서
미생물 완전 멸균

세포 배양(증식)

무균적으로 식물줄기세포
배양 (biomass확보)

세포 배양(생산)

무균적으로 식물줄기세포
배양(유효성분확보)

제품화

제품화
화장품, 식품
원료 및 제품 생산

QC

제품 적합성
확인

후공정

유효성분 파괴를
최소화 한 최적의 후공정

수거

여과기로
식물줄기세포 회수

CMC Platform Technology의 경쟁력
ISO 9001 인증

전 과정 관리감독 자료

식물 줄기세포 화장품 적용 사례
유겟브이로 빠르고 안전하고 영구적인 안면 축소 및 윤곽 개선 효과

U get V

식물 줄기세포 화장품 적용 사례

블록체인
TRON Network
트론은 초기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시작한 뒤 오딧세이 2.0
이라는 트론 메인넷을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이전하였으며, 트론은 트론 프로토콜과 트론 가상머신 (Tron
Virtual Machine)을 사용하여 트론 플랫폼 내에서 디앱을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트론 블록체인 플랫폼의 특징은 분권화, 신뢰성, 일관성, 확장성, BFT가 있습니다.

분권화
모든 노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모든 노드가 작동을 멈추어도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신뢰성
트론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노드는 다른 노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전체 시스템의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됩

니다.

일관성
모든 노드의 데이터 정보에 대한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확장성

트론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사이드 체인을 통해 확장될 수 있으며, 통화 거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 약,
각종 인증서, 또는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까지 모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확장 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BFT(Byzantine Fault Tolerance)
트론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체 노드 중 ⅓이하의 BFT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트론 기반의 TRC-20 토큰 표준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지원되는 토큰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트론 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표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토큰 표준인 ERC-20과 완전 히 호환
되며, 인터페이스 사용자 지정을 허용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트론은 이더리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트론 기반의 디앱 개 발
을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TPS)가 낮 기 때
문에 많은 디앱들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트론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2,000 TPS이며, 빠른 위
임지분증명(D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많은 사용자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블록체인 플 랫폼에서 트

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비싼 가스(Gas)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트론은 거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사용자 및 개
발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및 관리
GEC 생태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이라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 저장
되고 관리됩니다. IPFS는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해 블록체인 파일을 분산 시켜 저
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공하고 선택된 유저들과
공유도 가능합니다. 유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암호화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
호화된 데이터를 IPFS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유저는 공 개된 키를 통해 데
이터를 암호화하고 선택된 유저들에게 개인 키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권한이 없는 유저들은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할 수 없고 암호를 해독하는 것도 불 가능합니다. 이로써 유저
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어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 이미지는 유저 A가 선택된 사람(유저 B)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 습니
다. 유저 A는 자신의 데이터를공유하면서오직 유저 B만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GEC에서는 유저 B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유저 A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블록체인 파일을 IPFS

에 저장하여 암호화된 파일의 해시 값을 얻으며, 유저 B는 해당 블록체인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개
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파일을 찾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IPFS는 완전히 분산된 상호 작용을 사용하여 더 풍부한 프로그램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해시 참조를 통해
블록체인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작업을 제공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에는 간단한 텍스트와 기록을 매우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전용 모듈인
BPM이 있어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
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BPM 모듈은 거래의 송신인, 수취인, 디지털 자산 정보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
에 BPM 모듈은 이러한 블록체인 상 기록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 록체인은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데이터의 모든 해시 값을 계산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를 대량으로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저장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체인 무 결성의 유지가 매
우 비효율적인 블록 생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접근 방법은 IPFS와 블록체인의 조합을 활용합니다. DSTC는 IPFS 저장 방식

의 해시 값을 트론 블록체인 상에 저장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데이터의 무결성 을 보장
하며, 동시에 IPFS의 완전한 탈중앙화의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GEC 프론트엔드는 U get V 제품이 글로벌 결재 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요소이며, DSTC의 하이브리드
앱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Dapp들에 기반한 서비스 비즈 니스 로직입니다.
GEC의 오픈 API는 비즈니스 로직을 기초로 공통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이며, DSTC
블록체인의 기반인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GEC 프로젝트는 현재 GEC 제품 생태계 내 결재 서비스와 리워드만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지
만, 향후 NFT를 통한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의 거래 서비스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 지향적인 분산형 작
업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비를 유저들에게 리워드로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로 시작하여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게임 메신저 서비스, 아이템 거래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GEC가 제공하는 오픈 API를 통해 프로젝트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언급된 서비

스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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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
GEC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페이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으로서, 입점한 모든 제휴

사들과 사용자들이 GEC가 구축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며 다양하 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페이먼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은 어디서든지 GEC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국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GEC 생태계에서는 국가별 기축통화 간 환율변화와 느린 전송속도, 수수료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 자산을 발행하여 국가 간 환율과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 록 하며, 사용자
들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DSTC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는 하나의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구
축된 토큰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결제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됩니다. GEC는 이처럼 블록 체인 기

술을 활용함으로써 잠재적인 전 세계 글로벌 제휴사들이 DSTC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진 입 장벽을 낮
추고자 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투명성
GEC 프로젝트는 GEC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저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EC는 생태계 내에서 발생
하는 모든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참여자들은

이러한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GEC는 모든 거래 내역이나 데이터들에 대한 위·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블 록체인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위·변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생태계 참여자들이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복잡한 과
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GE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계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입니다. 블록체
인 기술과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C는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
지 않고 제휴사 입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페 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
야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은 P2P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분산 관
리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GEC 는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과
이점을 접목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GEC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
록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 참여자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GEC 플랫폼

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강조한 사용자 친 화적인 U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과 제휴사 등 다양한 GEC 생태
계 구성원들이순환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토큰 정보
토큰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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