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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ginseng-berry extract has several beneficial propertie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ntioxidant, and vasodilation properties. Ginseng-berry extract has also been shown to have the great

potential against skin aging. Its beneficial mechanism against skin aging, however, has not been examined in detail.

Also, the effects of ginseng-berry extract on microcirculation and skin cellular responses have not been investigated.

Inhibition of skin microcirculation is the primary cause of many adverse biological effect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skin aging and darkening. We investigated the beneficial effects of ginseng-berry extract on blood circulation,

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 in vivo model and also on skin microcirculation, cellular response and skin brightening

effect in clinical trial. We foun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ginseng-berry extract markedly increased blood flow rate and

transcutaneous O2 pressure, but decreased transcutaneous CO2 pressure. Also, it improved skin tone on cheeks, as is

skin brighte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seng-berry extract is a potent candidate for the treatment of skin aging

and brightening by improving skin micro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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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미용기능식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미용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활력을 높이는 일반 비타민류부터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주는 효능 소재를 활용한 제품군과 피부 주

요 성분인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캡슐화, 드링크화,

분말화시킨 제형적 관점의 제품 및 한방 이론을 활용한 단계적 미

용식품 등 범주를 확대시켜 주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1,2)

.

한의학에서는 피부의 미용과 관련되어 한약을 내복과 외용

하는 방법에 의하여 용모에 손상을 주는 질병치료 또는 질병 예

방, 피부 보호 및 보양, 항노화 효과 등이 미용의 방법으로 활용

되어 왔다. 한약을 이용한 미용 치료는 한방 미용의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한 분야이다.

내복법은 전신의 정리를 통하여 국부를 치료하거나 신체를

보익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심신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은

국부적인 미로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治本除根의 치법으로서 전

신의 건강과 노쇠를 억제하며 안면의 미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3). 이러한 인간의 美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였

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론 등 외적인 면에 치중해서 발전해온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

체의 생리적 기능과의 조화를 맞추는 것에 집중했다.

한방 피부 미용은 標를 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本을 더욱

중시하여 내부의 기능을 조양하고 치료하면 외부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4). 즉, 피부미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형과 용모는 오장 기능의 외적인 표현이고, 오장은 신체

의 오관을 자양하고 오관은 오장의 기능을 반영한다. 오장 중에

서 肺와 피부의 관계는 宣發을 주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하

나는 衛氣를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津液을 선발하는 것

이다. 衛氣는 비위에서부터 나와서 폐의 선발 작용을 통하여 피

부에 골고루 퍼져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衛氣가 肌表와 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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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순행하여 빠르게 움직여서 기육과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땀구멍을 조절하고 외사를 방어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폐기가 부족하거나 폐기가 鬱閉되면 피부가 기능을 잃어

피부가 따뜻하지 않게 되고 동상이 쉽게 발생하며 피부의 저항

력이 저하되어 외부감염이 재발되기 쉽고, 風邪로 인하여 소양증

과 과민반응이 나타난다
5)

. 또한, 기혈진액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

본 물질이고 피부미용의 물질적인 기초가 된다. 聖濟總錄에서 血

과 심장, 두면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血虛하면 안

색이 누렇게 되고 입술색이 옅고 수족이 뻣뻣해지고 머리카락이

성글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가려워진다고 했으며, 血瘀하면

피부색이 어둡고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

이 빠진다고 하였다. 津液은 피부를 자윤하여 피부색을 투명하게

하고 탄력이 있게 하고 주름이 쉽게 생기지 않게 하고 관절운동

을 원활하게 한다. 진액대사의 소통은 진액의 자윤 작용과 마찬

가지로 피부에 중요한데, 진액의 기화가 잘 되지 않으면 진액이

머물러 홍반, 습진, 낭종, 좌창,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4).

따라서, 한의학에서 의미하는 폐와 혈액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요인이 피부미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피부의 혈액의 흐름, 미세 혈류를 관찰할 때 일반적

으로 비침습적인 방법 (noninvasive method)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이크로베슬

의 시각화 방법, 피부에서의 유동을 측정하는 방법, 피부 온도 측

정방법 및 피부 산소레벨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다. 이중에서 국

부적인 경피성 산소 분압 측정법 (transcutaneous partial oxygen

pressure)은 측정이 쉽고, validation이 정확하며, 측정 오차가 작

은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된다. 따라서 피부에서 혈류를 측정할

때는 경피성 가스 분압 측정법과 직접적인 혈류의 속도를 측정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6)

.

인삼열매는 예로부터 상처 치유 및 소갈병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항염 및 항산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

나, 인삼 열매는 4년생 이상의 인삼에서만 열리는 데다, 일단 따

면 하루 안에 시들어버리는 까다로운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식

용이나 약재로 주목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인삼 재배농가는 인삼

뿌리에 집중돼야 할 사포닌 성분이 열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줄기를 일일이 따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원천 봉쇄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심혈관질환 개선과 당뇨병 등에 관련된 연구 등

이 진행되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8). 인삼 뿌리에 비해 사포닌

함량이 2배 이상 많고 특히 진세노사이드 Re는 뿌리보다 30배

이상 많아 여성 호르몬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 젊음의 묘약으로

도 불리운다9).

본 논문에서는 인삼열매 추출물의 혈행 개선 효과를 동물실

험에서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한방 캡슐 제재를 복용하는 간이

임상 평가를 실시하여 미용개선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여, 한방

피부미용 이론인 肺主皮毛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인삼열매 추출물은 생(生)인삼 열매(충

청남도 금산유래, 4-5년생)를 수확하여 종자를 분리하고 제거한

후 인삼 열매의 과육과 과피를 일광건조 또는 열풍건조를 통하

여 인삼 열매 건조 원료를 제조한 후, 인삼 열매 건조물 1 kg에

에탄올 3 L를 가하여 환류 추출한 다음 여과한 후 40~45℃에서

감압 농축하여 인삼 열매 추출물 300 g을 얻었다. 본 실험에 사

용한 인삼열매 추출물의 제조는 바이오랜드 (Bioland Co,

Gyeonggi-do, Korea)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제조하였다.

2. 동물 실험

1) 실험군 설정

동물 실험에 사용한 생쥐는 생후 8주령 된 25–30 g 정도의

SPF(specific pathogen free) 암컷 hairless mouse(Skh:HR-a)를

Charles River Laboratories(Wilmington, MA, USA)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동물 입수 후 검역과 일주일간의 순화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시험 실시 하루 전 각각 8마리씩 4그룹으로

군 분리를 시행하였다. 실험 동물의 사육환경은 온도 (23±2℃),

습도 (55±10%), 그리고 12시간 light/dark cycle을 유지하도록 하

였다. 실험군은 Table 1과 같으며, 정상식이군은 마우스용 일반

사료(AIN-93G, Feedlab Korea)를, 고지방식이군은 고지방식이

사료(AIN-93G 기본사료에 40% fat 추가 함유 제조함, Feedlab

Korea)를 자유 급여하였으며, 음수는 자외선 소독한 상수도수를

자유 급여하였다. 인삼열매 추출물은 각 사료에 0.5%(w/w) 용량

으로 혼합하여 섭취시켰다. 실험은 12주 동안 수행하였으며, 혈

류속도 (SmartDop45, Bidirectional doppler flowmeter, KOVEN

Tech.) 및 경피성 산소/탄소 분압 (TcpO2/CO2, TCM40)을 측정

하여 군간 비교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group and dose design

Group Test material Test material

NC none normal diet

N/GB ginseng-berry extract
normal diet with 0.5%(w/w) of
ginseng-berry extract

HFC none high-fat diet

HF/GB ginseng-berry extract
high-fat diet with 0.5%(w/w) of

ginseng-berry extract

NC, normal control; HFC, high fat control; GB, ginseng-berry

2) 피부 활성 분석

피부 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부검 후 피부 조직

을 적출하여 ATP 생성량을 측정하고, 군간 항산화력 비교를 위

해 TEAC assay를 수행하였다. ATP 생성량은 Promega사의

CellTiter Gloluminescent assay(G7570)을 이용하여 사용자 매뉴

얼에 따라 측정했으며, TEAC assay는 ABTS 라디칼을 이용하여

ABTS+∙cation decolorization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여기

에서 얻어진 TEAC값은 트롤록스(trolox)의 농도별 표준검량 곡

선을 이용하여 동량의 샘플 시료에 대한 항산화력을 TEAC값으

로 환산하여 얻어진 상대적인 값이다. 실험동물 사육관리는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실험은 Amorepacifi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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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효능 평가

인삼열매 추출물의 혈행개선 효능과 이에 따른 피부미용 개

선 효능을 임상단계에서 검증하고자,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일반

여성 15명을 선정하여 4주간 본 성분이 함유된 캡슐 제재 (600

mg/개)를 하루에 4개 섭취하게 하고, 말초혈액순환 (LDI,

Periscan Laser Doppler Imaging system), 경피성 산소/탄소 분

압 (TcpO2/CO2, TCM40), 피부색 (Facial stage DM3) 및 설문 조

사를 통하여 복용전과 복용후를 비교하였다.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과 시험 방법은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의 표준화된 기

준과 방법을 적용하였다. 측정 시에는 얼굴 및 손을 세안한 후,

항온/항습실에서 15분간 대기한 후 측정하였으며, 평가 제품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후 등 일일 2회 복용 (2개/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복용한 캡슐 제재의 조성은 Table 2와 같

으며, 캡슐 제재의 조제는 서흥캅셀 (Suheung capsule,

Gyeonggi-do, Korea)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일

일 섭취량 중 인삼열매 추출물로서의 섭취량은 1200 mg 이다.

Table 2. The content of solid ingredients in each capsule

Ingredients content (mg)

ginseng-berry extract 300

cellulose 264

SiO2 12

emulsifier (HPMC) 12

stearinic magnesium 6

preservatives 4.8

coloring matter 1.2

total 600

4. 통계 방법

모든 결과는 mean±S.D로 나타내었고, 전임상단계의 그룹간

비교에는 one-way ANOVA 및 사후분석으로 Duncan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임상 단계의 복용 전후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

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전임상 단계의 혈액순환 지표 개선 효능

12주 실험 종료 후, 무모생쥐 혈액의 수축기 속도, 평균속도

및 경피성 산소/탄소 분압 등 혈액순환 지표를 측정하여 Table

3-4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삼열매

추출물을 장기 복용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혈류 속도 및 평균 혈

류 속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실험쥐의

등 부위에서 측정한 경피성 분압의 경우, 산소(O2) 분압은 증가

되고 이산화탄소(CO2) 분압은 감소되어 그 비율이 정상식이군은

약 1.2배, 고지방 식이군은 1.8배 정도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이는 혈행 개선을 통해 피부 조직내의 두 가지 가스

교환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전임상 단계의 피부 바이오 마커 개선 효능

12주 실험 종료 후, 무모생쥐를 희생하여 등 부위 피부를 적

출하여 두 가지 바이오마커를 분석하여 군간 비교하였다. Fig. 1a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지방 식이를 하면 피부 세포에서의

ATP 생성량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인삼열매 추출물을 함께 섭취

하면 ATP 생성량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ig. 1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TEAC assay에서도 TEAC 값이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상대적인 항산화 활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Table 3. systolic and mean rate of blood circulation

Group systolic blood rate (cm/sec) mean blood rate (cm/sec)

NC 4.5 ± 1.8ab 0.8 ± 0.5a

N/GB 6.5 ± 4.1ab 1.0 ± 1.0b

HFC 4.0 ± 0.3
a

0.7 ± 0.2
a

HF/GB 4.7 ± 1.8b 1.7 ± 0.5b

NC, normal control; HFC, high fat control; GB, ginseng-berry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Transcutaneous oxygen and carbon dioxide pressure on

the dorsal skin of mice

Group TcpO2 (A: mmHg) TcpCO2 (B: mmHg) Ratio (A/B)

NC 8.0 ± 2.9ab 59.4 ± 2.1a 0.135

N/GB 9.3 ± 3.8
ab

59.3 ± 14.2
b

0.157

HFC 5.4 ± 2.1a 60.0 ± 9.1ab 0.090

HF/GB 9.3 ± 0.6b 56.7 ± 4.2a 0.164

NC, normal control; HFC, high fat control; GB, ginseng-berry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1. Effect of ginseng-berry extract on the cellular activity. Mouse
doesal skin cell lysate was prepared with cell lysis buffer to measure ATP

synthesis (A) and TEAC value (B). Proteins were quantified before analytical

processing.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임상 단계의 혈액순환 지표 개선 효능과 피부 개선

인삼열매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함유한 캡슐

제재를 조제하여, 인체효능시험을 4주간 실시하였다. Fig. 2a는

레이저 도플러 이미지 기기를 이용하여 복용 전후 손끝의 혈류

흐름을 측정하여 수치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혈류량이 약 1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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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Fig. 2b는 그 중 대표

적인 3명의 결과를 전후 비교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두 번

째로 경피성 산소/탄소 분압을 피험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서 측

정하여 전후 비교하였으며, 복용 4주전에 비해 산소 분압은 약

25%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15% 감소하여, 전반적인 피

부에서의 경피성 가스 교환이 활발해짐을 확인하였다(Fig. 3).

Fig. 2. Effect of ginseng-berry extract adminstration on skin

microcirculation.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of ginseng-berry extract, blood
flow rate intensity was measured and thermological photograph was acquired by

Periscan Laser Doppler Imaging system from each subject.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of all subjects. * p<0.05, compared with 0 week.

Fig. 3. Effect of ginseng-berry extract adminstration on

transcutaneous gas pressure.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of ginseng-berry
extract, transcutaneous gas pressure was measured by TCM40 instrument from

each subject.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D of all subjects. * p<0.05, **

p<0.01, compared with 0 week.

이러한 혈행개선 효과를 통해 피부의 색조가 밝아지고 피부

톤이 환하게 변화하는 것을 Facial Stage DM3 기기를 이용한 평

가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Fig. 4).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피험자에 따라 안면볼 부위의 피부톤 혹은 눈

밑 피부톤이 육안으로도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피험자에서는 기미와 주근깨 증상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 평가에서도 “다차원피로척도” 항목의 경우 복용 전 39.3점

에서 복용 후 31.4점으로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차가운 손발” 항목의 경우 복용 전 4.73점에서 복용 후 3.6점으

로 개선됨을 확인하여 대부분의 참가자가 효능에 대한 만족을

표시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Effect of ginseng-berry extract adminstration on skin tone on

cheeks.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of ginseng-berry extract, a photograph on
her cheeks was acquired by Facial stage DM3 from each subject.

고 찰

기존의 피부 미용 연구는 피부 기능과 피부 상태가 영양에

크게 의존하며, 영양결핍에 반응하여 피부에 병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손상이나 노화

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식사, 특정 식품 성분, 영양 보충

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핵심 연구 분야로는

과잉 활성 산소종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노화, 특히 피부 노

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유리기 소거 활성을 갖는

강력한 항산화제 혹은 천연소재의 발견과 이들 성분들이 효과적

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효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한방에서의 피부미용 연구는 인체의 각 臟腑의

생리 기능과 병리 변화가 서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

을 전제로, 전신적으로 장부, 경락, 계절, 체질 등 다양한 유발 인

자에 의하여 피부의 상태가 결정되므로 피부는 臟腑, 氣血의 정

상적인 생리, 병리와 밀접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聖濟總錄에서

기혈순환이 좋아야 안색이 좋아진다고 한 것은 안면이 바로 오

장과 육부의 기능적 표현부위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건강이 곧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므로,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증

진하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면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

료가 특정영양 성분의 섭취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

.

한방개념에서는 체내의 진액 (수분, 혈액) 등이 원활히 순환

할 때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며, 이런 진액을 여성의

기운인 陰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안색이 흐려

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음이 뭉치거나 굳어 순환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5).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

부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피부개선 효과를 소구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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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검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인삼

열매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부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폐의 기능과 관련하여 경피성 산소포화도와 혈류속도 등 혈액

순환 지표를 관찰하고, 상기 추출물이 피부 미용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경피성 산소 포화도는 혈액에 있는 산소가 얼마나 피부에

전달이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산소 분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혈

중 적혈구의 산소포화도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6). 통상적으로

피부에 있어 15-50 mmHg정도의 산소 분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상처가 발생된 부위의 치유와 재생을 위해서는 40 mmHg 이상

의 산소포화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또한, 경피성

산소포화도는 조직마다 다르며, 허파에서는 130-150 mmHg, 다

리하부에서는 10-30 mmHg이며, 산소 치료를 위한 산소 캡슐에

서는 통상적으로 200-400 mmHg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5,16)

. 그동안 경피성 산소 포화도는 정맥부전과 관련된 주요 마

커로 연구되어 왔으며, 피부에서의 관류개선 (cutaneous

microcirculation)과 경피성 산소포화도 (transcutaneous oxygen

pressur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적포도잎 추출물의 투약이 객

관적인 만성정맥부전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7). 하지만, 이러한 혈행 개선에 의한 경피성 산소분압 개선이 피

부 상태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팀은 혈행 개선을 통한 경피성 산소분압의 증가와

이를 통한 피부개선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

선 동물실험 모델을 사용하여 인삼열매 추출물의 효능을 살펴보

았다. 12주간 동물에 투여할 경우, 등 부위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

류속도와 평균 혈류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정상 사료군과 고지방 사료군에서 동일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

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동물 실험의 생리학적 데이터의 개체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 실험군의 생물 조직을 적출

하여 분석한 생화학적 데이터인 ATP 합성량과 TEAC 값의 유의

적 증가를 통하여(Fig. 1) 인삼열매 추출물의 혈행 개선 효능과

피부 상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TEAC

값이 증가했다는 것은 피부 세포의 항산화력이 증가되어 UV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18)

, ATP 함성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피부 세포내 대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세포주기 및 턴오버가 개선됨을 의미한다19). 따

라서 인삼열매 추출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피부조직에서의

세포 대사가 활성화되고 항산화 능력도 크게 증가되며, 또한 혈

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인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해소하

는 역할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피

부 상태 개선 효과가 인삼열매 추출물이 혈류를 개선했기 때문

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인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체효능평가를 위해 인삼열매 추출물을 캡슐제재로

조제하여 4주간 복용하게 한 후 전후비교를 실시한 결과, 혈류의

흐름이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경피성 산소분압이 증가되었으며

피부톤도 밝게 개선되었다(Fig. 2-4). 또한, 피부상태 개선에 대한

만족도와 피로도 점수도 개선되고 손발시림 개선에 대한 만족도

가 증가함을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 혈류개선을 통한 부가적

인 인지효능이 개선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

혈류가 개선됨으로써 피부가 얻을 수 얻는 잇점은 기본적인

영양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 대사에 필수

적인 산소가 피부말단까지 원활하게 공급되고 대사의 노폐물 등

이 신속히 배출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인삼열매 추출물 복용 전후의 경피성 가스 분압의 변화

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다(Table 3, Fig. 4). 따라서 혈류개선을

통한 피부개선에 대한 주요한 생리적 지표로서 경피성 가스 분

압 변화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방 이론에서 얘기하는 폐주

피모의 실체적인 바이오 마커로서 활용가능하다(Fig. 5).

물론, 인삼열매 추출물이 직접적으로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 작용하여 피부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홍삼에 함유된 다양한 진세노사이드의 경우, 피부

진피층내 섬유아세포에 작용하여 프로콜라겐(procollagen) 합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라겐 분해효소인

MMPs (matrixmetalloproteinase)에 대한 저해 효과도 알려져 있

다20,21).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직접적 활성뿐만 아니라,

혈류 개선을 통해서 피부세포 대사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주

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상기 인삼열매

추출물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삼열매 추출물 소재의 혈류개선 효과와 피부개

선 효과를 동물 실험 및 간이임상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비록 잘 조직화된 임상 실험은 아니었지

만, 피부 효능에 있어 기능성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피

험자 규모이며, 이러한 15명의 복용 전후 주요 생리적 마커를 비

교한 결과 그 유효성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방학

적인 폐주피모 이론에 대한 주요 생리적 지표로서 경피성 가스

분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상기 추출물이 피부개선 및 미용 소

재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kin improvement on the view of

the Pye-Ju-Pi-Mo theory.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삼열매 추출물의 혈행개선 효능과 피부개

선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동물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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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혈행 지표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간이 인체시험을 이

용하여 혈행지표 개선에 따른 피부개선 효능을 관찰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동물실험에서는 실험대조군에 비하여 인삼열매 추출물 섭취

군은 피부 세포 대사가 활성화되고 항산화 능력도 크게 증가되

며 혈행 지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인체시험에서 인삼열매 추출

물을 4주간 복용하게 한 후 전후비교를 실시한 결과 혈류의 흐름

이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경피성 산소분압이 증가되었으며 피부

톤의 유의적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의학적 피

부개선 이론인 폐주피모의 바이오마커로서 경피성 산소 분압을

제시하고, 인삼열매 추출물이 피부개선 및 미용 소재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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