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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oisturizing effects of Herbal cosmetics containing 

Sinhyotakrisan(SHTL) extracts on facial skin.

  Methods : A total of 23 women who visited Semyung Oriental Medical Center from January 10th, 2014 to 

Feburary 12th, 2014 were included in the study. Provided both cosmetics containing Sinhyotakrisan extract and 

control products, all the subjects applied one of them to half face and another to remaining half for 4 weeks. We 

observed change of skin hydration, skin elasticity, skin scale in 0 week, 2 weeks, and 4weeks. Statistical any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chieved if the proability was less than 5%(p<0.05).

  Results : 1. After 4 weeks of using SHTL, skin hydr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with 

using control product(p=0.011). And improvement rate also did(p=0.031).

         2. After 4 weeks of using SHTL, skin elastic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with 

using control product(p=0.025). But improvement rate did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p=0.068).

          3. After 4 weeks of using SHTL, skin scal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with 

using control product(p=0.029). And  improvement rate also did(p=0.047).

  Conclusions :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herbal cosmetics containing Sinhyotakrisan extracts were effective 

for skin moistu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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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소득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됨

과 더불어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미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

고 있다. 특히 피부는 안면부를 포함한 신체의 가장 

외부에 존재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

고 있으며 신체 내부의 건강상태 및 감정의 변화 등

을 반영하는 동적인 기관1)으로 외모의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이를 보다 젊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다양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중 화장품은 가장 접

근성이 높은 피부 관리 방법 중 하나로 그 수요의 증

가와 함께 국내 화장품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2010년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세계 화장

품 시장 성장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

이고 있다2,3). 특히 한방화장품은 기존의 일반 화장품

과 다르게 보존료, 방부제 등의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

거나 첨가하지 않고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하여 생산

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면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 면에서 차별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4)에 의하면 2007년에는 전체 화장품 시장

의 20.9%에 달하던 한방 화장품의 생산 비중이 2011

년에는 25%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장품의 기능은 피부 보습의 유지라 할 수 

있다5).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각

질이 적절하게 탈락하지 못하며 탄력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가려움이나 주름 생성을 유

발하는 등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6,7). 

따라서 보습기능이 충실한 화장품의 사용은 피부에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 고운 피부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

차적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7).

  현재까지 한방화장품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다수

의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일 또

는 복합 한약재 추출물의 실험실 연구였으며 한방 방

제론에 의해 구성된 처방을 이용한 한방 화장품에 관

한 연구는 몇 편 없었다8-11). 전통 한방 방제 이론중 

하나인 군신좌사 이론에 의하면 한 처방은 군약-신약-

좌약-사약의 네 가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약물로 

구성되며, 이 약물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따른 약

효의 상승효과를 가지게 된다12). 최근 김 등13)의 연구

에 따르면 인체는 다양한 대사, 조절, 상호작용 네트

워크를 가지고 있어 단일 목표를 가지는 단일 성분의 

약보다 한약의 화합물들이 체내 대사산물의 합성 대

사 경로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보다 인체 대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한약 화합물 중에도 

상승효과를 보이는 조합은 대부분 주요 약효를 전달

하는 화합물과 이를 보조하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

어 한의학의 처방 원리인 군신좌사와 유사한 점이 많

다 하였다. 따라서 군신좌사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처방을 이용하면 일반 단일 약재 추출물에 비하여 보

다 목표 효과가 높은 한방화장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신효탁리산(神效托裏散, Sinhyotakrisan)은 동의보

감14)에서 “治癰疽腫毒能托裏排膿黃妉忍冬草各三錢當

歸二錢甘草一錢右犫作一貼酒水煎服”라고 하여 황기, 

당귀, 인동초, 감초의 4개의 약재가 각각 군신좌사를 

이루어 구성하고 있는 처방이다. 신효탁리산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은 등15)의 섬유아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

향과 박 등16)의 HaCaT cell에서의 aquaporin-3 발현

을 통한 보습효과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으며,  따라서 

신효탁리산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보습력이 뛰어남과 

동시에 건조함으로 인해 각질이 일어난 피부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본 임상 실험을 진

행하였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실험 시작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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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임상 과정에서 신효탁리산의 구성약물 4가지의 

추출물에 관하여 보습 지표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보

습효능이 높다 평가된 순으로 황기를 군약으로, 당귀, 

인동초, 감초를 각각 신약, 좌약, 사약으로 사용하였

고, 신효탁리산이 포함된 한방 화장품에 대한 단일기

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제품 비교 인체적용시

험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임상 시험 모집 공고를 통해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

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만 30~50세의 

임신 가능성이 없는 비수유부 여성 중 선정기준에 적

합하고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2014년 01월 10일부터 2014년 02월 12일까지 본 임

상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임상연구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에게 임상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한 후,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만을 연

구에 참여시켰다. 총 23명이 임상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참여한 23명 중 순응도 미달(80%)로 3명이 탈락하

여 총 20명이 임상연구를 계획서에 따라 종료하였다. 

본 임상연구는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임상시험심

사위원회(IRB)에서 승인 받고 실시하게 되었으며

(IRB 승인번호 2013-25),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① 연령 : 만 30~50세 미만 여성

  ② 현재 피부주름개선, 피부탄력증진의 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피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복용

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

  ③ 피부 질환을 포함하여 기질적 질환이 없는 건강

한 대상자

  ④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

자

2) 제외기준

  ① 시험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대상자 

  ② 3개월 내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대상자

  ③ 신경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 (정신분열증, 간

질, 알콜중독, 약물중독, 거식증, 이상식욕항진 

등)

  ④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용제를 1개월 이상 사용한 대상자

  ⑤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대상자

  ⑥ 최근 3개월 이내에 경구/주사제인 스테로이드제

제, 호르몬제 또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

설에 영향을 주는 약물 및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 인

체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⑦ 시험부위에 점,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확장 등

의 피부 이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

  ⑧ 연구 시작 전 6개월 내에 피부박피시술, 주름제

거시술 등을 받은 대상자

  ⑨ 임신부, 수유부, 임신 계획이 있거나 적절한 피

임방법((예)경구용 피임약, 호르몬 이식, 자궁내 

기구, 콘돔, 살정제)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가임 

여성 대상자

  ⑩ 시험담당자의 소견으로 볼 때, 시험의 준수사항

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대상자

3) 중지 및 탈락기준

  ① 시험자에 의해 중지, 탈락되는 경우

    ㉠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9권 제1호(2016년 2월)

84

Adverse Events)이 발생한 경우 혹은 제품 

사용 부위에 소양감이나 홍반 등의 이상반응

이 발생하여 대상자가 시험 중단을 요구한 경

우 

    ㉡ 인체적용시험에서 발견치 못한 전신 질환이 

발견된 대상자 

    ㉢ 시험 진행과정 중 시험 부위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한 자 

    ㉣ 시험 진행과정 중 지나친 음주, 흡연 등으로 

결과, 평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인체적용시험 기간 중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이 시험 중단을 요구한 경우 

    ㉥ 연구자나 대상자에 의해 시험계획을 위반한 

경우 

    ㉦ 대상자에게 시험 화장품을 도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전문의의 지시 없이 연

구결과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을 복용한 경우 

    ㉨ 기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연구 진행이 적합

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가 시험 진행 과정 중 개인사정에 의해 

추적관찰이 어려운 경우 

  ② 대상자에 의해 중지, 탈락되는 경우

    ㉠ 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철회를 요청한 

경우 

4) 대상자 교육

  피험자에게 시험기간 동안 시험 부위에 심한 마찰

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과음 및 지나친 

흡연을 삼가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 부위를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며, 과도한 스트레

스 등 일상생활을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임상시험 시작 전 시행된 전임상에서 신효탁리

산의 구성 약재 4가지(황기, 금은화, 당귀, 감초)의 보

습 관련 지표(aquaporin-3 발현, involucrin 단백질 

발현, filaggrin gene 발현, hyaluronic acid 합성, 

hyaluronidase 활성 억제 등)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

며, 그 결과 황기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황기를 군약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신약 선정을 위해 

시행한 황기-당귀 혼합물과 황기-금은화 혼합물의 보

습관련 지표 실험에서 황기-당귀 혼합물이 효과가 보

다 우수하여 신약으로 당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황

기, 당귀, 금은화, 감초를 각각 군, 신, 좌, 사로 선정

하여 3:2:1:1의 비율로 신효탁리산을 구성하였고 이를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하였으며(Fig. 1) 이 

구성을 본 시험에서 사용하였다.

Fig. 1.  ICID Trade Name: SID Sinhyotakrisan Complex.

1) 사용 제품 및 방법

  ① 사용 제품

본 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주) 사임당화장품에

서 제조한 시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중맹검이 

되도록 시험 제품과 대조 제품의 제형과 색깔, 

향 및 제품 용기 등을 동일하게 하였다. 시험제

품으로 신효탁리산이 함유된 제품(SHTL 

treated group)을, 대조제품으로는 시험제품에

서 신효탁리산 성분만을 제외한 제품(control 

group)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3종(스킨, 로션, 크

림)으로 구성하였다. 

  ② 사용 방법

피부 상태의 동질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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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을 피험자 1인에게 모두 

사용하였으며 안면을 좌우로 나누어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을 각각 눈과 입술을 제외한 안면부 절

반에 하루 2회씩 스킨-로션-크림의 순서대로 도

포하도록 하였다. 시험에 참여한 23명의 대상자

의 등록번호 1~11번은 우안면에, 12~23번은 좌

안면에 시험제품을 사용하였고 반대 부위에는 

대조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계획서에 따라 시험

을 종료한 20명 대상자의 정리된 통계 데이터에

서는 대상자 등록번호와 무관하게 1~10번은 오

른쪽에, 11~20번은 왼쪽에 시험제품을 사용한 

대상자로 정리하였다.

    ㉠ 스킨 : 100원 동전 크기(1㎖)의 양을 안면 절

반에 부드럽게 바른다.

    ㉡ 에멀전 : 스킨 사용 후 10원 동전 크기(0.5g)

의 양을 부드럽게 펴 바른다.

    ㉢ 크림 : 에멀전 사용 이후 10원 동전 크기

(0.5g)의 양을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킨다.

2) 진행 과정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연구에 적합한 대

상자를 선정하고 시험 시작 전 피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기기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 후 제품을 배

포하였으며 총 4주간 시험을 진행하였다.

3. 평가 항목

  시험 시작 2주 후와 4주 후(시험 종료일)에 배포된 

시험 제품을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피험자를 대상

으로 피부 자극 평가와 기기 평가를 병행하여 유효성

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유효성 평가시 대상자들의 

측정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자 시험 부위를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유지하며 최소 30분간 항온항습(22±2℃, 

R.H. 40~60%)이 유지되는 곳에서 피부 안정을 취한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1) 1차 유효성 평가

  1차 유효성 평가로는 피부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였

으며, Corneometer(CM825,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 Co., Germany)를 이용하여 눈가에서 3㎝ 

떨어진 부위를 측정하였다.

2) 2차 유효성 평가

  안면피부의 탄력과 각질상태를 2차 유효성 평가 지

표로 삼았으며 탄력 측정은 Cutometer(MPA 580,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 Co., Germany)를 

이용하여 눈가에서 3㎝ 떨어진 부위를 측정하였고, 각

질의 변화는 D-squame과 Visioscan(VC98,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 Co.,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임상연구의 결과 정리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Excel program을 이용하였고,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Window. version 18.0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

석을 하였으며, 통계의 유의성을 위하여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임상연구의 대상자 수가 30명 미만이었으므로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임을 확인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규분포임이 확인되면 모수적 방법인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e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군내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는 paired t-test 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Ⅲ. 결  과

1. 피부 보습 시험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주 후에 피부수분함유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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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시험군(SHTL treated Group)이 67.710(A.U.), 

대조군이 65.632(A.U.)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p=0.069)가 없었다. 사용 4주 후 피부수분함

유량 수치는 시험군이 69.627, 대조군이 66.127으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1)가 관찰

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

에서는 시험군에서 1.917 증가를 보여 0.495 증가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

(p=0.031)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 피부 탄력 시험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주 후에 피부 탄력 수치는 

시험군이 0.628(A.U.), 대조군이 0.625(A.U.)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75)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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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Skin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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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kin Hydration Improvement.

사용 4주 후 피부 탄력 수치는 시험군이 0.683, 대조

군이 0.657으로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p=0.025)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시험군에서 0.055 증가, 대조군에서 

0.032 증가를 보여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68)가 없었다(Table 2). 

3. 피부 각질 시험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주 후에 피부 각질 지수는 

시험군이 9.16, 대조군이 9.38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p=0.291)가 없었다. 사용 4주 후 피부 

각질 지수는 시험군이 8.18, 대조군이 8.95로 양 군간

에 유의한 차이(p=0.029)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시험군에서 –

Evaluation Variable
　 SHTL treated group Control Group

p-value†

　 Average±SD

Skin Hydration

(n=20)

0 week 63.952±8.654 63.953±9.420

After 2 weeks 67.710±8.467 65.632±9.515 0.069

After 4 weeks 69.627±7.548 66.127±8.940 0.011*

Difference‡ 1.917±2.244 0.495±1.735 0.031

p-value§ 0.000 0.000 　

*: p-value of Levene's test is less than 0.05, using the unequal variance resul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independent-sample t-test
‡: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after 2 weeks and after 4 weeks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Table 1. Change of Skin Hydration



강민서 외 2인 : 신효탁리산 함유 한방화장품의 보습 효능에 대한 임상적 연구

87

0.97 감소를 보여 -0.44 감소를 보인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p=0.047)으로 확인되

었다(Table 3). 

Evaluation Variable
　 SHTL treated Group Control Group

p-value†

　 Average±SD

Skin Elasticitiy
(n=20)

0 week 0.585±0.050 0.594±0.052

After 2 weeks 0.628±0.051 0.625±0.044 0.175

After 4 weeks 0.683±0.050 0.657±0.045 0.025

Difference‡ 0.055±0.044 0.032±0.030 0.068*

p-value§ 0.000 0.000 　

*: p-value of Levene's test is less than 0.05, using the unequal variance resul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independent-sample t-test
‡: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after 2 weeks and after 4 weeks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Table 2. Change of Skin Elastici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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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kin Elastici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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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kin Elasticitiy Improvement.

Evaluation Variable
　 SHTL treated Group Control Group

p-value†

　 Average±SD

Skin Scales
(n=20)

0 week 10.01±1.46 9.88±0.72

After 2 weeks 9.16±1.62 9.38±0.68 0.291

After 4 weeks 8.18±1.84 8.95±0.63 0.029

Difference‡ -0.97±0.85 -0.44±0.56 0.047

p-value§ 0.000 0.000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independent-sample t-test
‡: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after 2 weeks and after 4 weeks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Table 3. Change of Skin Scales

4. 안전성 평가

  시험제품의 4주간의 인체적용시험기간 동안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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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모든 대상자에서 피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Ⅳ. 고  찰

  피부 유형은 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에 의해 결정

되며 인종, 개인, 나이, 성별, 계절, 직업, 음식물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하는데, 일반적으

로 유분량이나 수분량이 부족한 건성, 유분량이 과다

한 지성, 유분량과 수분량이 적당한 중성, 티존

(T-zone)과 유존(U-zone)의 피부 상태가 다른 복합성 

타입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한국 여성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20, 30대의 다양한 피부 타입에서 건

성 피부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1). 건성 피부는 피부 

결은 섬세하지만 피부 탄력이 감소되고 얇아진 상태

로 잔주름, 칙칙함과 같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한 요인으로 제시된다17). 따라서 보습 효과가 좋은 화

장품을 사용하여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피부의 건조

함을 막음과 동시에 노화를 억제하는 일차적인 예방

법이 될 수 있다6).

  현대 사회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아름다움과 젊음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며 

화장품은 필수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다18). 특히 소비

자들의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친화적이며 부작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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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Ski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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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kin Scale Improvement.

는 안전한 것을 찾고자 하는 성향과 한방 화장품이 

화장품 이상의 의학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

불어 한방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19). 그

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방 화장

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단일 또는 복합 한약재 

추출물에 대한 연구이며, 그 효능을 실험적으로 증명

하는데 그치고 있어 한방 화장품의 장점을 극대화시

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12).

  군신좌사이론은 고대의 군주정치형태를 처방의 약

물구성에 적용한 것이다. 처방내에서 君藥은 약물의 

용량이 가장 많으며, 처방 전체에서 종합작용의 중심

약물 즉 가장 주효가 있는 약물을 말하고, 臣藥은 君

藥을 도와 주증에 대한 치료효과를 강화시키고 겸병 

혹은 겸증을 주치하는 약물로 공통적으로 君藥을 도

와 치료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佐藥은 君藥

이나 臣藥의 약성을 증강시키며 君藥의 독성이나 준

열한 성질을 제어하고 부작용을 억제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성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使藥은 처방내

의 약물이 병소에 도달하도록 하는 引經藥으로서의 

의미와 처방내의 약물의 편성, 독성, 부작용을 방지시

키는 조화약의 의미가 있다20,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효탁리산은 태평혜민화제국

방에 수록되어 있고, 황기, 인동초(금은화), 당귀, 감

초로 구성된 외과적 상처를 치료하는 처방으로1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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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을 보하는 동시에 새살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가진

다. 신효탁리산에서 군약으로 사용되는 황기는 기를 

보하고 양기를 북돋아주며 피부를 견고하게 하고 지

나치게 나는 땀을 멎게 하며 부종을 해소하고 독과 

농을 배출시켜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새살을 돋

게 하며22) 기존연구를 통하여 보습16,23) 및 항산화24), 

항노화 효과25) 등이 보고되어 있다. 당귀는 신약으로 

사용되어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

는 약으로 쓰이며, 피부 질환에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농을 배출시키며 새살을 돋게 하며 피부 질환으로 인

한 통증을 가라앉혀 주며22) 보습효과26)와 미백효과27-9) 

및 자외선 차단효과30), 항주름 효과27,28) 등이 보고되

어 있다. 좌약인 금은화는 열을 내리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며 농을 배출시키고 항균작용을 하여 예로부

터 피부외과 질환에 중요약으로 쓰여왔으며22) 항염31) 

및 항균32), 항암33), 면역억제 효과34)등이 보고되어 있

다. 사약인 감초는 피부의 상처를 재생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고 처방에서 약물을 조

화시키는 완화제로 사용된다22). 따라서 신효탁리산은 

황기의 보습효과를 당귀의 혈액 순환 개선 작용과 보

습 효능으로 돕고, 금은화의 항염과 면역조절 효과로 

황기의 지나친 작용을 억제하도록 하며, 감초가 각각 

구성된 약물의 조화를 돕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화장품의 보습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질

층 수분측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경피수분

손실량 측정, 인설 측정, 피부 탄력측정 및 피부형태 

측정법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35),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각질층 수분 함유량을, 이차유효

성 평가 지표로 피부 탄력 측정과 인설 측정을 시행

하였다.  

  피부 수분 함유량 수치는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

주 후에 시험군이 67.710(A.U.), 대조군이 65.632 

(A.U.)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69)가 없었다. 사용 4주 후 피부수분함유량 수

치는 시험군이 69.627, 대조군이 66.127으로 양 군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1)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시험군에서 1.917 증가를 보여 0.495 증가한 대조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p=0.031)으

로 확인되었다.

  피부 탄력 수치는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주 후에 

시험군이 0.628(A.U.), 대조군이 0.625(A.U.)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75)가 없었다. 

사용 4주 후 피부 탄력 수치는 시험군이 0.683, 대조

군이 0.657으로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p=0.025)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시험군에서 0.055 증가, 대조군에서 

0.032 증가를 보여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68)가 없었다.

  피부 각질 지수는 임상시험용 제품 사용 2주 후에 

시험군이 9.16, 대조군이 9.38로 양 군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p=0.291)가 없었다. 사용 4주 후 피부 

각질 지수는 시험군이 8.18, 대조군이 8.95로 양 군간

에 유의한 차이(p=0.029)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시험군에서 –
0.97 감소를 보여 -0.44 감소를 보인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p=0.047)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시험제품에 함유된 신효탁리산이 효과적으

로 피부 보습을 증가시켰으며, 더불어 피부 장벽기능

을 개선시켜 각질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부 탄력에 있어서 신효탁리산이 포함된 보습제가 

대조군에 비하여 4주의 사용에서 탄력 수치를 유의하

게 개선시켰으나, 개선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신효탁리산 추출물

을 포함한 한방 화장품은 신효탁리산 추출물이 함유

되지 않은 보습제에 비하여 보습력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참여 인원수가 20명 정도

로 비교적 적은 점, 또한 연구기간이 4주로 비교적 짧

았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들

에 대해 보다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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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임상연구에서는 2014년 01월 10일부터 2014년 

02월 12일까지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

피부과에 내원한 만 30~50세의 임신 가능성이 없는 

비수유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신효탁리산 추출물을 

포함한 한방화장품의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제품 

비교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1차 유효성 평가에서 시험 전과 시험 2주 및 4주 

후 시험군과 대조군의 피부수분 함유량을 평가한 

결과 사용 2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사용 4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

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도 시험군

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피부수분

함유량이 증가하였다.

2.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피부 탄력 수치의 시험 

전과 시험 2주 및 4주 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사용 

2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용 4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피부 각질 지수의 시험 

전과 시험 2주 및 4주 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사용 

2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용 4주 후에는 양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개선 수치의 변화량에 

대한 양 군 간의 비교에서도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피부 각질 지수를 감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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