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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대잎을 이용한 항산화 및 피부개선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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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시대(Adenophora remotrflora)잎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 및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시대잎의 항산화 활성 측정결과 모시대잎 열수추출물의 
DPPH 소거능이 에탄올추출물에 비하여 약 9% 정도 높은 값을 보였고(p<0.05),  hydroxyl radical 소거능의 경우에는 열수
추출물(65.22%)이 에탄올추출물(63.50%)에 비해서 약간 높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화합물
함량의 경우에는 에탄올추출물(47.90 ㎎/mL)이 열수추출물(40.82 ㎎/mL)에 비해 유의차 있는 효능을 보였다(p<0.05). 

2011년 10월 20부터 11월 17일까지 35∼60세 중년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오른쪽 얼굴에는 베이스팩을, 왼쪽 얼굴에는 모
시대잎 파우더팩을 주 2회씩 4주 동안 적용하여 수분, 거칠기, 모공, 투명도를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 색소침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나(p<0.05) 거칠기, 모공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모시대잎은 새로운 화장품소재로서 피부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otential of the Mosidae(Adenophora remtriflora) leaf, one
of the natural ingredients, for the cosmetics by measuring their antioxidant functions and skin improving effects. The
result of the phytonutrient of the Mosidae leaf test shows, that  the heat extract of Mosidae leaf DPPH has 9% higher
ability than Ethanol extract.(p<0.05), but significant a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the hydroxyl Radical of 
Mosidae leaf heat extract (65.22%) and Ethanol extract(63.50%). Mosidae leaf heat extract(40.82㎎/mL) has much
lower polyphenol compound than Ethanol extract(47.90㎎/mL)(p<0.05). A clinical test of Mosidae leaf powder pack 
was performed for a group of 16 middle aged women(age between 35-60) from October 20 to November 17, 2011. 
Control group was used on the right cheek, and test group was used on left cheek for comparison. The procedure 
was twice a week for 4 weeks to identify and grade level of moisture, roughness, pore size and spot. After 4 weeks
of testing,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moisture enhancement and spot(p<0.05), subtle change in roughness
and the size of the pores. Therefore, we confirmed skin improvement effect of Mosidae leaf as new cosm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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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질주의 병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웰빙은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와 맞물려 세계적
인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1]. 웰빙 문화의 확산은 자
연 친화적인 웰빙 소비 트렌드와 결합하여 건강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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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스킨케어, 요가, 명상 등 관련 산업을 성장 시켰고 
에스테틱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2]. 현재 국내 화장
품 업체들도 자연을 컨셉으로 하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화학적 성분을 배제하고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주의 화장품은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기존 제
품보다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피부 주름 개선, 미
백 등 각종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유기농 원료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3].

천연소재의 화장품 원료로 제시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감잎 추출물의 아토피성피부염 예방 및 개선효과[4], 
연뿌리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5], 토사자를 이
용한 한방팩의 안전성과 피부상태 개선효과[6], 불가사리
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화[7], 감
태추출물의 피부보호 효과[8],  율피, 솔잎, 호프[9], 목이
버섯[10], 함초[11], 파프리카[12], 감초[13] 등 안전하고 
항산화가 뛰어난 천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 기능이 우수한 천연 식물 
중 모시대(Adenophora remotiflora)를 소재로 하였다. 모
시대는 초롱꽃목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국
내 천연 자생식물이다. 예로부터 약효로 해독, 거담, 강장 
등의 효능과 기침, 기관지염, 인후염, 폐결핵, 종기 등 민
간처방에 의해 오랫동안 약용식물로 사용되어 인체에 대
한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되었다[14]. 또한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α-tocopherol과 유사하거나 높은 항산화활
성을 나타내는 휘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15]. 모시대
에는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flavonoid류
와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활성 기능도 가진 phenol성 물
질이 있으며[16], 부위로는 잎에서 페놀 함량이 많으며 
뿌리보다 잎의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이 더 높았다[17]. 모
시대는 추출이나 정제방법에 따라 효능을 달리하는 다양
한 활성성분을 얻을 수 있고 자연주의 열풍과 웰빙 트렌
드에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사람의 피부는 항산화 방어막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지
속적인 자외선 노출로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된다. 활성산
소종 중에서 O2

-, OH는 피부 광 손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피부 항산화제 파괴, 단백질의 
산화, DNA 산화, 결합조직 성분인 콜라겐, 히아루론산 
등의 사슬 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에 의한 주름생
성, 멜라닌 생성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부 노화를 가속화 
시킨다[18]. 최근에는 각종 생약과 식용식물 추출물 등에
서 보다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산화제
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20]. 항산화능의 정도는 DPPH 소거능, Hydroxyl 
radical 소거능, 항산화력의 직, 간접적인 지표가 되는 총 

페놀성 물질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21,22]. 
일반적으로 피부관리란 피부가 지닌 기능을 유지시켜 

주며 미용상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고 젊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피부를 가꾸게 해준다는 의미이다[23]. 관리 방법
도 기능성 화장품, 팩이나 마사지를 통한 관리, 피부과에
서의 전문적인 시술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24]. 특히, 
팩이라는 절차는 피부미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인
식되어 피부관리실에서 고객관리 시 이용된다. 팩은 영양
과 보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다른 피부 
보호제품이나 영양제품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발
휘한다[25]. 또한 규칙적인 마사지와 팩 등의 피부 관리
는 건조한 피부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에 활력을 
준다[26].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화장품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해
외 화장품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국
내산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자원인 모시
대잎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고, 모시대잎 파우더를 함유한 팩을 제조
하여 피부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기간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35∼60세사이의 중년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
월 17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씩 총 8회의 임상실험을 하
였다.

2.2 항산화 활성 측정

2.2.1 모시대 잎 추출

모시대잎은 강원도 점봉산 일대에서 씨를 채취하여 
(주)에코스프라우트(성남, 한국)가 2010년 경기도 성남지
역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결 건조한 모
시대잎을 막자사발에 분쇄한 후 항산화 실험의 시료로 사용
하였다. 열수추출물은 모시대잎 분말을 g 넣고 40 mL의 증
류수를 넣어 autoclave(Tomy Kogyo co., Tokyo, Japan)로 
100℃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에탄올추출물은 모시대
잎 분말을 1g 넣고 70% 에탄올 4mL을 넣어 30℃ 항온수조
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 후 열수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은 분석 전 0.45 ㎛의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여
과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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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PPH 소거능 측정

DPPH 소거활성은 Kwon 등[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 200 μL에 에탄올에 용해된 0.2m 
M DPPH 용액 1.0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방치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에서 측정하
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증류수를, 비교군은 증류수에 
녹인 비타민 C와 에탄올에 녹인 비타민 D를 사용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2.2.3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Weicheng HU와 Wang MH
의 방법[28]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hydroxy-D-ribose, 1.4 
mM H2O2를 함유하는 1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 일정량을 물에 녹인 각각의 시료와 premix
된 EDTA/FeCl2(100 uM EDTA pH 7.0, 20 uM FeCl2)를 
첨가하여 최종 반응액이 2.0 mL가 되게 한 후 37℃에서 
4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10% trichloroacetic acid로 반응
을 중지시키고 1% thiobarbituronic acid와 잘 혼합하여 
95℃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냉각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2.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AOAC)[29]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모시대잎 추출물 2 m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다음 50% 
Folin-ciocalteu 용액 0.4 m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30분
간 방치하였다. 이 반응액의 흡광도를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2.3 피부개선 효과 측정

2.3.1 모시대잎 파우더 팩의 제조

베이스팩은 DI-water, Glycerin Betain, Allantoin, 
Carbomer, Disodium EDTA, Ethyl alcohol,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Polysorbate-80, Sodium 
Hyarulonate, Kaolin을 사용하여 wash-off type로 제조하
였고, 실험군 팩에는 베이스팩에 모시대잎 파우더 10%를 
함유하도록 제조하였다.

  

2.3.2 모시대 잎 파우더 함유 팩의 피부 안전성 

실험

피부 안전성 실험은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가이드라인
에 따라 실험자 전원에게 상완부에 대한 인체 첩포시험
(patch test)을 시행, 48시간 후 피부의 수포형성, 홍반, 부
종 등의 발생유무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판정
기준은 국제 접촉피부염 연구위원회(ICDRG)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30]. 

2.3.3 임상 실험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35∼60세(30대  2명, 
40대 6 명, 50대 8명) 중년여성 1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씩 
총 8회의 임상실험을 하였다. 

임상 실험 대상자 얼굴 정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 얼
굴에는 베이스팩을 사용하였고 오른쪽 얼굴에는 모시대
잎 파우더가 함유된 팩을 사용하였다. 임상 실험 대상자
는 클렌징, 스팀타월 3회의 단계를 거쳐 팩을 도포한 후 
20분 후 깨끗이 제거한 다음 30분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
다. 항온, 항습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험 1회, 4회(2주), 8
회(4주) 후 피부를 측정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
험자는 동일한 세안제와 스킨, 에멀젼을 사용하여 피부의 
동일조건을 설정하였다. 피부상태 측정은 Aramo-SG(Aram 
HUVIS Co, Ltd, 성남, Korea)를 이용하여 수분, 거칠기, 
모공, 색소 침착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2.4 데이터 분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통계적 분석처리는 
SPSS(Statix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항
산화 활성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측정결과는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시료간의 차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Duncan 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는 p<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모시대 팩 처
리 전과 후의 대조군과 비교군 간의 유의성은 p<0.05 수
준에서 t-test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3.1.1 DPPH 소거능

Table 1에서 열수추출물의 DPPH 소거능은 85.10%로 
에탄올추출물 76.47%에 비하여 약 9%정도 유의적으로 
높은 값은 보였다(p<0.05). 모시대잎 파우더의 DPPH 소
거능이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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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생약추출물의 전자공여능에서 목단, 황금, 산수유
의 100ppm의 농도에서 65%, 57.1%, 45.7%로 나타난 결
과[31]로 볼 때 다른 식물 추출물 보다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 from Adenophora remotiflora 

leaf powder

Samples  Scavenging activity(%)

Water extract   85.10±2.72
1)b2)

Ethanol extract 76.47±2.03
b

Vitamin C 95.84±0.42a

Vitamin E 84.23±0.31ab

1)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1.2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Table 2에서 열수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65.22%로 에탄올추출물의 63.50%에 비해서 약간 높았지
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와송 추출물의 항산
화활성을 검색한 연구[32]에서 와송을 열수로 추출했을 
때 52.5%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보여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는 연구와 비교할 때 모시대잎 파우더의 열수 
추출물은 65.2%의 소거능을 보여 모시대잎 파우더에도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천연항산화제
인 비타민 C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이 41.05%의 활성
을 보였고, 비타민 E는 36.42%의 Hydroxyl radical 소거
능을 보여 모시대잎 파우더 속에는 다량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물질이 다량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런 항산화능을 갖고 있는 모시대잎 파우더는 면역력의 
증진, 노화억제 등 기능성화장품 원료로서 이용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denophora remotiflora leaf powder

Samples       Scavenging activity(%)

Water extract   65.22±2.08
1)b2)

Ethanol extract 63.50±1.39a

Vitamin C 41.05±0.35b

Vitamin E 36.42±0.47b

1)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1.3 총 폴리페놀 함량

Table 3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에탄올추출물
은 47.9 ㎎/mL로 열수추출물 40.82 ㎎/mL에 비해 약 1.2
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모시대잎에 함유
된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성분이 보
다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Total polyphenol content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Adenophora  remotiflora 

leaf powder                       (㎎/mL)

Samples Adenophora remotiflora powder

Water extract    40.82±2.321)

Ethanolic extract  47.90±1.78

Significance NS
2)

1)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a=0.05 by t-test, NS: not significant.

3.2 피부 개선 효과

3.2.1 모시대잎 파우더 함유 팩의 안전성 

실험대상자 전원에게 인체 폐쇄첩포시험을 실시한 결
과 수포발생(-), 홍반(-), 부종(-), 알러지(-) 등의 피부이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3.2.2 피부상태 변화

3.2.2.1 수분함량 변화
Table 4에서 수분함량의 변화는 대조군의 경우 실험 8

회 후, 실험 전과 비교하여 9.82% 증가하였고 실험군의 
경우엔 16.60%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군간의 차이는 4주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Cheon & Heo[33]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팩, 우유팩, 녹차팩, 오이팩, 쌀가루팩 다섯 
가지 종류의 천연팩 사용이 팩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Table 4] Comparison to the variation of the moisture on 

each group  

Groups Control Test Significance

before  37.05±3.051) 36.31±3.92  NS3)

first 38.63±2.97 38.28±3.25 NS

4th 39.34±3.38 40.62±2.81 NS

8th 40.69±3.99 42.34±3.26 *2)

1)Mean±SD,
2)

*p<0.05 by student's t-test, 
3)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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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거칠기 변화
Table 5에서 거칠기의 수치가 대조군은 실험 8회 후, 

실험 전과 비교하여 12.52% 감소하였고 실험군은 
17.07% 감소하였지만,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덕을 포함한 화장품의 항균, 항노화 작용에 관
한 연구에서[34] 같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더덕을 이용하
여 스킨, 로션, 에센스를 제조하여 임상 실험결과 피부 수
분량, 유분량, 거칠기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인 것과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수분과 유분으로 이루어진 피지막은 피부의 건조를 막
아주는 동시에 수분을 끌어들이는 친수성이 있어서 피부
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해준다. 수분 부족 시 피부가 건조
하게 되고 각질화 되어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 거칠기 수
치가 상승된다. 이러한 거칠기의 변화는 모시대 잎 파우
더 함유한 팩이 수분함량을 증가시켜줌으로써 피부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Comparison to the variation of the smoothness 

on each group

Groups Control Test Significance

before  33.44±5.931) 33.38±4.73  NS2)

first 29.75±5.34 29.68±6.95 NS

4th 30.38±6.89 29.50±5.69 NS

8th 29.25±4.53 27.68±4.48 NS

 1)
Mean±SD,

 2)
NS: not significant.  

3.2.2.3 모공 크기 변화 
Table 6에서 대조군은 실험 8회 후, 실험 전과 비교하

여 19.49% 감소하였고 실험군은 25.12% 감소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모공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군간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공 축소팩과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모공 축소효과에 관한 연구[35]에서 살리실산, 트
리클로산이 첨가된 모공팩과 에센셜오일을 병행하여 사
용한 결과 에센셜오일을 병행하여 사용한 군에서 모공 
축소팩만 사용한 경우보다 모공축소에 더 효과적인 결과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천연성분의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공 크기는 피부에 탄력이 저하됨으로써 더 넓어 보
이므로, 모공크기의 축소는 진피층을 자극하여 콜라겐 합
성이 촉진되면 모공 벽이 두터워져 피부가 탄력이 생겨 
모공을 죄는 힘이 좋아 모공이 수축할 것으로 보아 향후 
모시대 잎 추출물의 Collagenase 활성 억제, Elastase 활성
억제와 같은 in vitro 실험을 실시하여 밝혀내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Comparison to the variation of the pore on each 

group

Periods Control Test Significance

before 31.44±9.95
1)

32.56±10.16  NS
2)

first 27.44±8.30 27.44±8.02 NS

4th 25.81±7.40 24.00±7.86 NS

8th 25.31±8.04 24.38±6.22 NS

 1)Mean±SD, 2)NS: not significant.

3.2.2.4 색소 침착 변화  
Table 7에서 대조군은 실험 8회 후, 실험 전과 비교하

여 2.29% 감소하였고 실험군은 5.60% 감소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군간의 유의성은 
2주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피부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등을 생성한다. 항
산화제는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
산소를 소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
제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모시대잎 추출물
에서 다량의 폴리페놀 성분과 항산화능이 우수하기 때문
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n vitro 
실험으로 멜라닌 생합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효소인 
tyrosinase의 억제 효능과 멜라닌 합성의 중간 물질인 
DOPA산화 억제 반응을 수행하여 모시대 추출물이 미백
효능을 갖는 화장품용 소재로 가능한가의 실험이 요구된
다.

[Table 7] Comparison to the variation of the spot on each 

group

Periods Control Test Significance

before 62.31±9.89 60.12± 8.16  NS3)

first 61.25±10.69 59.50± 8.67 NS

4th 60.44± 7.58 56.94± 9.94 *
2)

8th 60.88± 7.03 56.75±10.09 NS

1)Mean±SD, 2)*p<0.05 by student's t-test, 3)NS: not significant.  

4. 결론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자원인 모시대
(Adenophora remotiflora)잎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
을 알아보고자 항산화 활성과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35∼60세 중년여성 16명을 대상
으로 주 2회씩 총 8회의 모시대잎 함유 파우더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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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부개선효과를 알아보았다. 
모시대잎의 생리활성효과 측정결과, 열수추출물의 

DPPH소거능은 에탄올추출물에 비하여 약 9%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p<0.05).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열수추
출물(65.22%)이 에탄올 추출물(63.50%)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화
합물 함량은 에탄올추출물(47.90㎎/mL)이 열수추출물
(40.82 ㎎/mL)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중년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오른쪽은 대조군(Base 
pack treatment group), 왼쪽은 실험군(Mosidae pack 
treatment group)으로 하여 모시대 잎 파우더 함유 팩을 
주 2회 4주간 총 8회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분함량의 변
화는 두 군 모두 수분 개선 효과가 있으나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2배 정도 수분 함량이 높았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군간의 
차이는 4주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거칠기 변
화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거칠기
의 수치가 줄어들었지만 실험군,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공 변화는 실험군이 대조군 보
다 변화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 대조군 모
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모공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색소 침착 변화
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한 차
이는 있었으나 군간의 유의성은 2주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모시대잎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
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시대잎 파우더 함
유 팩은 안전성과 보습, 거칠기, 색소 침착, 모공 축소 피
부상태 개선효과가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를 35∼60세 중년여성으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유전, 여드름, 기미, 민감성 피부, 노
화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
군의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피부관리습관 등을 통
제하지 못한 점, 직업과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등의 
개인차에 의한 피부상태변화를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실험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나 향후 이와 같은 제
한점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본 기초 연구를 토대로 
모시대 추출물의 피부장벽 개선 효과,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및 콜라겐 합성 실험 등의 실험을 통해 보습 및 미
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in vitro 및 임상실험을 통
해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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