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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2단계 발효된 달팽이 추출물을 5% 사용한 시트 마스크 팩 (2F-SEM)을 개발하였
다. 이에 대한 피부미용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면 100%의 시트를 사용하여 얼굴모양으로 커팅
하여 사용하였다. 플라세보 마스크 팩 (placebo mask pack; PM)과 일반 용매추출에 의한 달팽이 추출
물을 사용한 마스크 팩 (Gene-SEM)에 대하여 피부 개선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첫째; 
2F-SEM의 보습효과는 PM 보다 11%, Gene-SEM는 PM 보다 4.7%가 상승되었다. 둘째; 2차 발효달
팽이 추출물이 함유된 마스크 팩의 탄력도는 PM 보다 13.8%, Gene-SEM PM 보다 6.7% 이상 개선하
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2F-SEM의 피부 거칠기는 PM 보다 6.80%, Gene-SEM는 PM 보다 2.3%가 
개선되었다. 넷째; 2F-SEM의 멜라닌감소효과는 PM 보다 15.0%, Gene-SEM는 PM 보다 8.7%이상 
개선되었다. 다섯째; 2F-SEM의 잔주름개선효과는 PM보다 8.0%정도 우수하였다. Gene-SEM는 PM 
보다 5.1%이상 개선되었다. 여섯째; 2차 발효 물을 이용한 2F-SEM의 관능 평가는 부드러움(softness), 
보습 감(moisture), 주름개선효과(fine wrinkle improvement)에서 유의 차 있는 사용감촉을 보였다.

주제어 : 달팽이, 발효, 마스크 팩, 피부개선, 추출물

  Abstract : This study related to get skin improvement effect of sheet mask pack using 5% of 2nd 
fermented snail extract. To the scientific study of the skin, it was used for this sheet mask of 
100% cotton as cutting face shape. We reported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skin improvement 
effect with the placebo and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First; moisturizing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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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has been increased about 11% than the PM and 
Gene-SEM was improved about 4.7% more than the PM (placebo mask). Second; elasticity of the 
mask pack containing 2ndfermented snail extract was 13.8% better than PM and Gene-SEM was 
improved about 6.7 % more than PM. Third; Skin roughness of 2F-SEM has improved 6.80% 
than PM and Gene-SEM was improved about 2.3% more than PM. Fourth; melanin reductive 
effect of 2F-SEM was improved about15.0% more than PM and Gene-SEM was improved about 
8.7% more than PM. Fifth; fine wrinkle decline effect of 2F-SEM was about 8.0% better than PM 
and Gene-SEM was improved with 5.1% more than PM. Sixth; sensorial evaluation of 2F-SEM 
using 2nd fermented snail extract was significantly showed difference merits regarding softness, 
moisture, fine-wrinkle improvement.

Keywords: snail, fermentation, mask pack, skin improvement, extract

1.  서 론

  피부는 조직학적으로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3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외부에 존
재 함으로써 피부 노화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피부 미용 분야에서도 가
장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표피이다[1]. 표피는 연령, 성별, 지엽적 부위, 지
속적인 환경자극, 스트레스의 증가 등의 외부자극
누적으로 인해 그 기능이나 구조에도 변화를 일
으키게 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피부염증, 노
화 등의 반응이 진행되고 피부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다[2]. 피부는 외부의 환경과 항상 
접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로 수분소실을 막는 보
호장벽의 역할을 하며 표피의 각질층에 존재한다
[2,3]. 여기에서 말하는 각질층은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고, 전해질의 소실을 억제하는 장벽의 역할
을 함으로써 표피의 건조를 막고, 표피가 정상적
인 생화학적 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그리고 외부의 물리적 손상 및 화학물질로부
터 인체를 보호하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이 피부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5]. 최 외각 층을 구성하는 성분은 각질세포와 
피부지질로서 피부지질은 피부장벽 기능을 담당
하는데, 이와 같은 피부의 장벽기능은 각질의 세
포분열과 분화를 조절하여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체내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며 피
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6]. 오늘날 외모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부관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도가 높아지고 있다[7,8]. 최근에는 여성뿐 만 아
니라 남성들에게도 피부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으
며, 관리방법도 기본적인 화장품 사용을 비롯해 
기능성화장품, 팩이나 마사지를 통한관리, 피부과
에서의 전문적인 시술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9]. 팩 을 통한 관리는 가정에서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 최근에 각광받
고 있다[8,10]. 마스크 팩 제형을 안면에 바르는 
일시적으로 외기와 차단되어 피부표면의 수분증
발을 막고 영양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
다. 따라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를 촉촉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10].
  김 등에 따르면 팩의 종류를 파우더, 크림, 화
장수, 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1]. 이 중 화장
수 팩은 거즈에 영양 팩이나 화장수를 묻혀 얼굴
을 덮는 방법으로 설명되어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팩은 화장수 팩을 사용이 손쉬
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만들어지고 있다. 마스크 
시트에 에센스를 묻혀두어 피부에 붙였다가 떼면 
되는 팩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11,14].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관리를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현대
인들의 욕망 때문이라 사료된다. 주름에 기인한 
피부노화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미세하게 축
적되기 때문에 평상시 피부가 받고 있는 자극을 
막기 위하여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이
로 인해 피부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
장품의요구가 증가하여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주
름개선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12, 13].
  최근, 달팽이 점액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인
기를 끌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달팽이 
추출물은 달팽이의 점액질 추출물로 다양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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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화장품들이 많이 상품화 되고 있다
[18]. 일각에서는 고 보습소재로 각광받는 달팽이 
점액이 기존에 보습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하이알
루론산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부보습을 향
상시켜 아토피피부염으로 손상된 피부장벽을 회
복하는지를 평가하기도 하였다[15,19]. 한편, 달
팽이는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mucin)의 
신비한 효과가 알려지며 화장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뮤신의 주성분인 ‘콘드로이친설
페이트’는 피부세포를 젊게 만들고 세포재생인자
를 자극하여 탄력성 매끄럽고 윤기를 증가시키며 
가려움이나 진정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 해지는 토양과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등 외
부환경으로부터 달팽이가 자신의 몸체를 보호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뮤신(mucin)때문인 것으로 밝
혀졌다[19,20]. 식품산업의 경우 달팽이 요리가 
발달한 유럽 미주지역에서는 달팽이 사육사들이 
상처가 있는 피부에 점액질을 발라, 빠르게 치료
되고 손이 유난히 부드러워지는 점에 착안, 일찌
감치 달팽이 화장품을 개발해왔다[16,17,20].
따라서 본 연구는2단계 발효된 달팽이 추출물을 
이용한 시트 마스크 팩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피
부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보고한다. 피부미용 산업에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보습효과, 탄
력 개선도, 거칠기 개선, 피부색소침착개선, 잔주
름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고한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2종의 추출물 시료는 Fig.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발효를 노루궁뎅이버섯 
(H. erinaceum; 이하HE) 균사체를 사용하였고, 
2차 배양을 Leuconostocmesenteroides(CosisBio, 
Korea)유산균을 사용한2차 발효된 달팽이추출물
(Type B, 바이오뷰텍, 한국)을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반 비 발효달팽이추출물
(Type A, 바이오뷰텍, 한국)에서 동일한 농도로 
개발한 원료를 사용하였다. 시트마스크 팩의 소재
는 순면100%(PNC산업, 한국)의 소재로 만들어
진 시트를 얼굴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비
교 군으로 사용된 시료인 일반용매추출법으로 사
용된 달팽이추출물은 시험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바이오뷰텍에서 제조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추출
물과 용매로써 glycerin (LG생활건강, 한국), 
1,3-butylene glycol (Dicel, USA), xanthan 
gum(Nippon fine chemical, Japan), 
1,2-Haxanediol (대정화금, 한국), 
polyglyceryl-10 laurate (Nikko chemicals, 
Japan), ethyl alcohol (대정화금, 한국), 
fragrance (트리니티, 한국), 정제수 (바이오뷰텍, 
한국)를 특별한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Fig. 1. Preparation of two kind snail extracts. 
Type A: general snail extract, Type B: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2.2. 기기

  2차 발효 달팽이추출물을 피부 미용학적인 관
점에서 종합적 피부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 팩
의 처방을 개발하여 세부적으로 평가하였다. 2차 
발효달팽 추출물이 함유된 마스크 팩의 효능효과
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피부측정기는 
Aramo-TS (아람 휴비스, 한국)의 종합피부평가 
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보습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분량이 측정 가능한 Moisture probe를 
사용하였으며, 탄력도 측정을 위하여 elasticity 
probe를 장착시켜 사용하였다. 또한 피부 거칠기
(skin roughness)와 멜라닌감소효과 (melanin 
reductive effect)를 측정하기 위하여 60배율로 확
대할 수 있는 소형 현미경과 소프트웨어를 장착
시켜 사용하였다.  주름 개선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10배율로 확대하여 미세주름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소형카메라를 장착시켜 사용하였다. 시료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기기는 분산장치인 disper 
mixer (110Y, 한성엔지니어링, 한국)와 농축기는 
Steroglass사 모델 Strike-300 (Italy) 장치를 그대
로 사용하였다. pH 측정은 동림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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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Major Ingredients PM Gene-SEM 2F-SEM Remarks

A
D. I. Water
Xanthan Gum (2% Soln)

87.48
 5.00

82.48
 5.00

82.48
 5.00

Solvent
Gelling agent

B
1,3-Butylene glycol
Glycerin
1,2-hexanediol

 3.00
 2.00
 2.00

 3.00
 2.00
 2.00

 3.00
 2.00
 2.00

Moisturizer
Moisturizer
Preservative

C
General snail extract
2nd fermented snail extract

-
 -

5.00
 -

-
5.00

Active additive
Active additive

D
Polyglyceryl-10 laurate
Fragrance (Citrus)

0.50
0.02

0.50
0.02

0.50
0.02

Solubilizer
Perfume

Total 100.00 100.00 100.00

Table 1. The Composition of Sheet Mask Formula with Snail Extract in order to Evaluate Skin 

Cure Action

Fig. 2. Preparing method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with snail extrac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Fig. 3. Preparing samples of three kind mask 
pack essences containing snail 
extrac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same content each 5% 

solution.

PH-110S (한국)를 사용하였다.

2.3. 달팽이 발효 마스크 팩의 제조

  피부미용학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마스크 팩
의 제조방법을 Table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트마스크 1kg을 제
조하기 위하여, Table 1의 A상 874.8g을 계량하
여 비이커에 넣고, B상 70g을 별도로 계량하여 

50℃까지 가온 용해한 후 main에 투입한다.   
30℃까지 냉각한 후, C상을 처방대로 계산하여 
넣은 후, 패들로 30rpm에서 30분간 교반 하였다. 
마지막으로 D상 5.2g을 넣어 충분히 가용화시킨 
다음 배합하여 교반 하였다. 이것을 진공 탈포를 
거친 후 제조를 완료하였다. Fig. 3은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한 3가지 마스크 팩 에센스이다.
  프라세보 마스크 (PM), 일반 달팽이추출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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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시료(Gene-SEM), 2차 발효 달팽이추출물 
5%함유 시료(2F-SEM)를 보여주고 있다.  3개의 
시료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실험적인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이것을 시트마스크에 23g
씩 넣어 충분히 스웰링 한 후에 특정한 부위를 
정해놓고 해당된 평가를 실시하였다.
   
2.4. 피부 평가 방법

  실험 군은 placebo mask pack(PM, n=10), 일
반 달팽이추출물5%(Gene-SEM, n=10), 2차 달
팽이발효추출물5%(2F-SEM, n=10)의 3개 군으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보습력 측정
은 양쪽 팔뚝 하박부를 사용하였으며, 탄력도, 피
부 거칠기, 멜라닌색소침착개선 등은 얼굴에 일정
한 지점을 정해놓고 측정하였다. 측정공간은 온도 
25℃에 습도 55%H2O가 조절되는 인큐베이션 
룸에서 실시하였다. 마스크 팩은 20분씩 일주일
에 3회 부착하도록 하였다. 참가대상자들에게는 
팩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 하였으며, 4 주
간 부착한 후의 피부 효능 평가를 분석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기간 동안 피부의 변화 상
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자외선, 사우나, 
건조한 환경을 피하도록 하며, 피부과나 피부관리
실을 통한 피부 관리 등을 제한하였다.

2.5. 피부상태측정 방법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을 위해 대상자들을 순번
대로 세안 후 항온 항습 조건(실내온도 25℃, 습
도 55%H2O)에서 약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상
태에서 측정하였다. 임상 실험 대상자의 피부상태 
측정은Aramo-TS(Aram Hubis, 한국)를 이용하
여 실험 시작 전 및 실험기간 동안 매주 1회씩 
수분, 탄력, 거칠기, 색소 침착, 주름개선효과를 
측정하였다. 보습력 측정은 유전율에 의해 측정되
며 피부표면에 전극을 접촉하여 피부표면의 수분
함량에 따라 변화되는 정전용량을 읽어 측정된다. 
탄력의 측정은 기기 내부에 음압(500 mbar)을 
주어 피부를 균일하게 흡입하여 측정부위의 피부
변화와 복원력을 감광센서가 인지하여 수치를 나
타내게 된다. 피부 거칠기, 색소침착, 주름 개선
도는 광학렌즈에 의해 측정된 디지털 영상의 소
프트웨어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0~100 사이의 상대적인 수치로 표시하였다. 보
습력은 양쪽팔뚝 하박부, 탄력도는 볼 중심부를 
지정하여 측정하였으며, 모공 및 색소침착은 뺨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주름은 눈가 미간부위를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부 미용산업에서의 달팽이 발효 

추출물의 특징

  달팽이 화장품은 달팽이의 점액질이 피부에 우
수한 보습효과가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점액질에는 점액질인 뮤신(mucin)
이라는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고,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을 위하여 단순한 용매추출법을 이
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15]. 본 
연구에 사용 된 달팽이는 복 종류의 연체 동물 
가운데나 선형의 껍질을 가진 동물을 말한다. 크
기는10~20cm의 크기의 성체를 사용하였으며, 2 
단계 발효과정을 통하여 육질에 함유된 콜라겐이
나 단백질을 발효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류로 분
해되거나 펩타이드의 생성으로 일반 용매추출물 
보다 다른 부산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미
용학적인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
팽이 육질을 사용하여 1차 발효물은노루궁뎅이버
섯 균사체(Hericiumerinaceum Mycelium)를, 2차 
발효 물은 Leuconostocmesenteroides유산균을 발
효공정을 적용한 것이 연구에서의 차별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높은 효능을 
가지는 피부 미용학적 바이오 발효화장품을 개발
하여 한국적인 화장품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높
은 효능으로써 고 보습작용, 피부개선효과, 항 산
화작용,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엘라스
테이즈의 발현 억제효과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콜라겐의 생 합성률을 측정함으로써 효
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tyrosinase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스킨토너, 로
션, 에센스, 크림의 보습작용으로 상용되고 있는
데 이번 연구에서는 시트마스크 팩에 활용하여 
부착성 이 우수하고, 고 기능성을 가진 특화 상
품화함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2. 피부 보습효과

  2차 발효된 달팽이추출물 5%함유한 마스크시
트의 피부보습효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보습
력은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량을 유전율에 의하여 
측정한 것으로, 측정법은1주일에 3회, 4주 동안 
도포하여 1주 단위로 측정하였으나, 이 논문에서
는 4주 후의 결과치 만을 제시하였다.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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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바와 같이 보습효과는 측정전의 수분량은 
32.1%이었다. 그 결과를 보면 유효성분을 함유하
지 않은 PM은 33.6%이었으나, Gene-SEM에서
는 35.2%, 2F-SEM군에서는 37.3%의 수분량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팽이 육질을 
일반용매추출법으로 추출한 Gene-SEM은 사용전
보다 9.6%증가하였으며, 2F-SEM보다 16.2%상
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을 PM과 비교하면 
Gene-SEM이 4.7%, 2F-SEM이 11% 상승하여 
신뢰구간 95%범위에서 유의 차 있는 결과를 얻
었다(*p-value < 0.05). 

Fig. 4. Skin moisturizing activity of three kind 
sheet mask containing snail extract. 
Non-TT: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 value < 0.05.

  이는 2차 발효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추출물에
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의 량의 영향에서 비롯된 
이유라고 예측하였다. 피부 미용학 분야에서는 보
습개선 항목은 아주 중요한 부분임으로 개선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사료된다.

3.3. 피부 탄력도

  피부 탄력도 개선에 대한 측정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된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지고, 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결과는 4주간 사용 후의 2차 발효달팽이추출
물 5%함유한 마스크시트 제형에서의 탄력도는 
다음과 같다. 측정전의 탄력도는 43.4mbar 이었
고, 4주 경과 후에는 44.1 mbar 로 유의 차 없

이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효성분을 함유하
지 않은 PM은 43.5 mbar이었으나, Gene-SEM
에서는 40.6 mbar, 2F-SEM군에서는 37.5 mbar
의 탄력이 증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의성
이 있는 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백분율로 환산해 
본 결과 Gene-SEM은 PM보다 6.7% 증가하였으
며, 2F-SEM보다 13.8%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 
신뢰구간 95%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차가 있
는 결과를 얻었다(*p-value < 0.05). 이는 4주간 
처치한 부위의 내부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과 
이에 따른 탄력이 자연스레 개선되는 것이라 예
측하였으며, 발효과정에서 전환된 추출물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에 기인하는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개선
되는 기작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Fig. 5. Skin elasticity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containing snail extract. 
Non-TT: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3.4. 피부 거칠기 개선

  피부 거칠기(Skin roughness)를 평가한 결과를 
Fig. 6와 Fig. 7에 나타내었다.  하루 2회 매일 
같은 부위에 트리트먼트 하고 4주 후에 동일지점
을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이는 피부표면을 
60배 확대한 초소형 카메라(모델 60D)로 피부를 
측정하여 거칠기를 수치화 하여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주 경과후의 거칠기의 개
선 효과는 before < PM < Gene-SEM < 
2F-SEM으로 주름의 굴곡이 얇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발효달팽이추출물 5% 함유한 마스크시트 제형에
서의 피부 거칠기는 47.2% 수준이었고, 4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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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cture of melanin reductive effect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containing snail 
extract. A: non-treatment, B: placebo mask (PM), C: general snail extract mask 
(Gene-SEM), D: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2F-SEM),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후에는 47.0%로 유의 차 없는 결과다.  또한 4
주간 처치후의 PM은 46.8%이었고, Gene-SEM
에서는 45.7%, 2F-SEM군에서는 43.6%의 거치
름 개선 효과를 보였다. 

Fig. 6. Picture of skin roughness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containing snail 
extracts. Before: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이는 Gene-SEM은 PM 보다 2.3% 개선되었으
며, 2F-SEM보다 6.8%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신뢰구간 95% 범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 차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p-value<0.05). 이것은 4주간 처치한 부위의 
피부표면이 유관으로 볼 때 매끄러워 졌으며 아
울러 현미경 관찰에서도 깨끗하게 개선되는 현상
을 알 수 있었다. 

3.5.  멜라닌 침착 감소효과

  피부 멜라닌침착 감소효과(Skin melanin 

reductive effect)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구체적
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전체적인 
멜라닌 감소효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생
긴 멜라닌이 침착 된 지점을 선정하여, 4주간 1
주일 3회 도포하여 색소침착의 감소효과를 측정
하였다. 이는 60배 확대 카메라(모델 60D)로 피
부를 촬영한 후 수치화 하였다. 마스크 시트 제
형에서의 멜라닌침착의 감소효과를 측정한 결과
를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8은 4주간 
사용 후의 결과로  A와 B는 그다지 큰 개선효과
를 보이지 않았으며, D는 C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Fig. 7. Skin roughness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containing snail extract 
after application 4-week. Non-TT: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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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lanin reductive effect of three kind 
sheet mask formulas containing snail 
extract. Non-TT: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전의 멜라닌 
색소 침착 도는 39.1%이었고, 4주 경과 후에는 
38.9%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각각의 시료
를 4주간 처치 후의 PM은 37.9%이었고, 
Gene-SEM은 34.6%로 도포 전 보다는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F-SEM군에서는 
32.2%의 색소침착도가 낮아졌다. 이것을 결국 
Gene-SEM은 PM 보다 8.7% 개선되었으며, 
2F-SEM은 PM 보다 15.0%이상색소침착이 감소
하여 피부가 맑게 개선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신뢰구간 95%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차 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p-value < 0.05). 

3.6. 잔주름 개선 효과

  잔주름개선(Fine wrinkle improvement) 효과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10와 Fig. 11에 상세
하게 나타내었다. 주름개선효과 측정은 얼굴 중에
서 잔주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눈 밑 주위의 
특정지점을 고정하여 평가하였다. 각각의 시트마
스크 팩을 4주간 도포하여 주름 개선 도를 측정
하였다. 이는 10배 확대 카메라(모델 10D)로 피
부를 촬영하여 수치화 하여 얻을 수 있다. 
  마스크시트 제형에서의 주름개선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Fig. 10에 제시한 것을 보면, 2F- 
SEM에서 잔주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전의 
잔주름상태는 32.6%이었고, 4주 경과 후의 잔주

Fig. 10. Picture of fine wrinkle improvement 
skin after application 4 weeks. A: 
Before treatment, B: PM (placebo 
mask), C: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D: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Fig. 11. Fine wrinkle improvement effect of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Non-TT: non-treatment, PM: 
placebo mask,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Vol. 33, No. 1 (2016) 달팽이 발효 추출물을 이용한 마스크 팩의 피부개선효과 9

- 38 -

Softness

Moisture

Stickyness

Wrinkle

Clearing

Total quality PM

Gene-SEM

2F-SEM

Fig. 12. Fine wrinkle improvement effect of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A: Before treatment, B: PM (placebo mask), C: 
Gene-SEM (general snail extract mask), D: 2F-SEM (2nd 
fermented snail extract mask), use content each 5% solution, 
*p-value < 0.05.

름 상태는 32.7% 이었다. 4주간 처치후의 PM의 
주름개선은 31.2%이었고, Gene-SEM에서는 
29.6%, 2F-SEM군에서는 28.7%의 잔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결국 Gene- 
SEM은 PM 보다 5.1% 개선되었으며, 
2F-SEM은 PM 보다 8.0%이상 개선하는 효과를 
의미한다(*p-value < 0.05).

3.7. 피부 미용학적 관능평가

  미용학적인 관능평가는 체감적인 품질을 판정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화장품에서 끈
적임이나, 보습력 같은 항목이 낮을 경우에는 재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
며, 효능이나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관능평가는 자가진단법 (home use test; 
HUT)으로 하였으며, 피검 자 모두에게 나누어 
준 후, 4주 후에 배포하여 얻은 결과이다. 피 검
자 마다 기호 도에 따라 측정오차가 다를 수 있
어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이를 실시해 보았다. 
평가항목은 부드러움 (softness), 보습력 
(moisture), 끈적임 (stickiness), 피부투명도 
(clearing), 종합 품질력 (total quality)을 7점 척
도로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좋지 않으면 1~2
점, 보통이면 4~5, 좋으면 6~7로 구분하여 표시
토록 교육하였으며, 개인이 편안한 상태로 평가토
록 하였다.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끈적임과 
클리어링 효과 부분에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드러움, 보습력과 주름 개선도에서 유의 
차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p-value 
<0.05). 이는 실제 측정장비를 통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품질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2단계 발효된 달팽이추출물을 5%사
용한 시트 마스크 팩 (2F-SEM)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피부 미용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순면 100%의 시트를 사용하여 얼굴모양으로 커
팅하여 사용하였다. 플라세보(PM), 일반적인 용
매추출에 의한 달팽이추출물을 사용한 마스크 팩 
(Gene-SEM)을 가지고 피부개선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얻었다.
  첫째; 2F-SEM의 보습효과는 PM 보다 11%, 
Gene-SEM는 PM 보다 4.7%가 상승되었다.  
  둘째; 2차 발효 달팽이 추출물이 함유된 마스
크 팩의 탄력 도는 PM 보다 13.8%, Gene-SEM 
PM 보다 6.7%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2F-SEM의 거칠기는 PM 보다 6.80%, 
Gene-SEM는 PM 보다 2.3%가 개선되었다.
  넷째; 2F-SEM의 멜라닌감소효과는 PM 보다 
15.0%, Gene-SEM는 PM 보다 8.7%이상 개선
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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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2F-SEM의 잔주름감소효과는 PM 보
다 8.0%, Gene-SEM는 PM 보다 5.1%이상 개
선되었다.
  여섯째; 2차 발효 물을 이용한 2F-SEM의 관
능 평가는 부드러움(softness), 보습 감(moisture), 
주름개선효과(fine wrinkle improvement)에서 유
의 차 있는 사용감촉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바이오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금에, 이번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시
트마스크 팩으로써 진일보된 고품질의 제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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