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콩은 주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단백질, 탄

수화물, 지방,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1], peptide,

amino acid, 사포닌(saponin), 피틴산(phytic acid), 시

틴(lecithin) isoflavone 등의 생물학 활성 물질이 함

유되어 그 효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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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생물 환한 콩 배아추출물을 미용학 측면에서의 생리활성을 연구하고 이를 함유한 수면 팩이 피부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Pectinase로 생물 환 한 콩 배아추출물을 HPLC로 비배당체 이소 라본을 확인하 고,

in vitro 실험한 결과 무독성, 항염증, 항멜라닌, 항노화의 활성이 나타났다. 이후 이를 함유한 수면 팩을 제조하여 4주간

인체 용시험한 결과 자극으로 피부의 거칠기, 가 주름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여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은 피부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은 피부의 생리 활성을 증진시

키는 효능이 있고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어 :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 이소 라본, 수면 팩, 화장품.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ioconversion soybean embryo extract and 

the effects of sleeping pack containing extract on skin. The aglycone isoflavones of the soybean embryo extract 

bioconversed with pectinase were identified by HPLC. in vitro tests showed that they were non-toxic, 

anti-inflammatory, anti-melanin and anti-aging activity. After 4 weeks of human body application with the sleeping 

pack using extract, the skin surface roughness and eye wrinkles were so improved by low stimulation that the 

sleeping pack containing bioconversion soybean embryo extrac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kin. We confirmed that 

the bioconversion soybean embryo extract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physiological activity and was useful as 

a cosmetic material of various for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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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효능은 선행연구에서 항산화[3,4], 항염[5,6], 항

암[7,8]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고 생물학 활성 물질

가장 비 있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은 flavonoid의 일종

인 isoflavone이다. isoflavone은 주로 콩과에 존재하는

식물 성분으로 콩 배아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여성 호르

몬 estrogen과 유사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

(phytoestrogen)이라 불리며[9], 항산화능으로 심 계

질환 골다공증 방에 효과 이다[10,11]. 한 피부

콜라겐과 진피 히아루론산의 생성 증가로 노화 방지

피부 두께 증진 효과가 보고되었다[12].

Isoflavone의 다양한 효과는 β-glycoside가 연결된

glucosides형태가 aglycones 형태로 환되었을 때 증가

하므로 aglycones 함량을 높이기 해 β-glucosidase를

iso-flavone에 직 첨가하는 생물 환방법이 표 으

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 비배당체로 환된 isoflavone과

기타 분획물은 피부 용 시 보습, 미백, 주름 개선, 탄력

등에 효과 임이 보고되었다[13,14].

피부 용 시 유효 성분의 흡수 등 기능 향상 목 으

로 생물 환 소재를 이용하는 화장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생물 환 소재가 함유된 화장품의 효능 가치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물 환법으로 비배당체 isoflavone

의 함량을 높인 콩 배아추출물을 미용학 측면에서 생

리활성을 연구하고 겔 제형의 수면 팩을 제조하여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의 효능 가치를 규

명하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2.1 재료  

2.1.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콩 배아는 미국에서 재배한 두

에서 분리하 으며, ㈜코스모스물산으로부터 제공받아

냉장 보 하여 사용하 다. 콩이 가장 많이 함유한

isoflavone으로 Daidzin, Genistin과 생물 환 형태인

Daidzein, Genistein을 표 물질로 사용 하 다[15]. 표

물질은 Sigma (USA)에서 구입하 고, HPLC 용매인

methanol, acetic acid는 Baker (USA)사에서 구입하 으

며 이 외 시약은 특 시약을 사용하 다.

2.1.2 , 분리  생물

콩 배아 100 g에 70% 에탄올을 10배 양을 가하여 실

온에서 72시간 추출 후 여과지 (whatman No.2, Sigma,

USA)로 filtering 후 감압 농축하여 에탄올을 제거하고

동결건조 하 다. 콩에는 Pectin polysaccharides의 함량

이 풍부하고[16] 효소에 의한 비배당체로의 생물 환은

시료 5 mg을 phosphate buffer solution (PBS) 100 mM

(pH 7.0) 5 mL에 녹인 후 pectinase (Novozyme,

Pectinex Ultra SP-L 10,000 PECTU/ml, Denmark) 50 μ

L을 첨가하고 37℃에서 150 rpm으로 shaking하면서 생

물 환을 실시하 고, 세포실험의 경우 시료를 dimethly

sulfoxide (DMSO)에 녹여 사용하 다.

2.1.3 포 양  포주

실험에는 RAW 264.7 macrophage, B16F10

melanoma, human dermal fibroblast(HDF) 세포를 한국

세포주은행(KCLB)에서 분양하여 사용하 고,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USA), 1% penicillin/ streptomycin (Sigma,

USA) 100 IU / 50 mg/mL와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 USA)를 혼합한 배양액을 사용하 으며,

습윤 배양기(Sanyo Electric Co, Japan)에서 5% CO2, 상

습도 100%, 37°C에서 배양하 다.

2.2 In vitro 실험 

2.2.1 HPLC  용한 콩 아 물 분 분   

생물  도 측

YL9100 System 장비에 Agilent Eclipse XDB-C18 (5

μm, 4.6 × 250 mm) Column을 사용하 고, 이동상은 2%

acetic acid(in water, 100% Acetonitrile을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Gradient 방법을 이용하 다. Flow rate

는 1.0 mL/min, Injection volume은 5 μL, Temperature

은 25℃ , UV Detector 장은 262 nm로 HPLC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 Gradient condition for HPLC analysis

Gradient condition

Time(min) 2% acetic acid ACN

0 95% 5%

21 45% 55%

31 45% 55%

36 95% 5%

37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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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Neutral red assay(NR assay)  용한  

포 독  측

생물 환된 콩 배아추출물이 세포 생존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Neutral red assay를 실시하 다[17].

RAW 264.7 cell, B16F10 cell, HDF cell의 농도가 3 × 10

⁴cells/well이 되게 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 후 24h 배

양한다. 시료를 5, 10, 20, 50, 100 μg/mL로제조하여배양

액 제거 후 시료를 녹인 배양액으로 교체한 후 48h 배양

한다. NR solution을 사용하여 1% NR 무 청 배지 제조

후 기존의 배양액과 교체하여 3h 배양한 후 10%

Formaldehyde 세포고정액으로 교체하여 20분간 세포를

고정시킨다. NR desorb solution(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 100 μL를 분주하여

NR을 추출한 다음 Microplate reader (BIO-TEK,

Synergy-HT, USA)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2.2.3 RAW 264.7 cell에 대한 Nitric Oxide 생  

측

세포의 염증반응으로 인해 배양액 내 상 으로 생

성되는 NO (g)의 양을 Griess reagent에 의한 540 nm에

서의 흡 도값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18].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5 × 10⁴ cells/well 농도로 분주

후 24h 배양한다. Lipopolysaccharide (LPS) 1% 첨가된

배양액에 각각 5, 10, 20, 50, 100 μg/mL 농도로 시료를

제조한후 기존배양액과 교체하여 48h 배양한다. 배양액

상층부분 100 μL와 Griess reagent 100 μL를 10분간 암

실에서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 도 측정한다.

2.2.4 B16F10 cell에 대한 Melanin 생합  측

세포내 상 인 멜라닌색소 생합성 정도에따른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19]. B16F10 cell을 96 well

plate에 2 × 10³ cells/well 농도로 분주 후 24h 배양한다.

melanin 생합성을 유도하기 하여 배양액에 청 5%와

α-MSH 10 nM을 첨가하여 제조후 각각 5, 10, 20, 50,

100 μg/mL 농도로 시료를제조한후 기존 배양액과교체

하고 72h 배양하여 405 nm에서 흡 도 측정한다.

2.2.5 HDF cell에 대한 MMP-1  측 (ELISA)

HDF cell을 96 well plate에 3 × 10⁴ cell/well 농도로

분주 후 24h 배양한다. 새로운 배양액에 각각 5, 10, 20,

50, 100 μg/mL 농도로 시료를 제조한 후 기존의 배양액

과 교체하여 UVB (100 mJ/cm²)로 20분 조사한다음 24h

배양한다. 배양 상층액 100 μL와 coating buffer 100 μL

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 새로 옮긴 후 24h 냉동 보

한다. PBST (0.05% Tween 20 in PBS)로 헹군 후

blocking buffer (0.1% BSA in PBS) 100 μL 첨가하여 1h

동안 37°C에서 반응시킨 후 PBST로 헹구고 1차 항체

(anti-MMP-1 mouse antibody, Sigma, 1000배 희석) 50

μL 처리 후 1h동안 37°C에서 반응시킨다. PBST로 헹군

후 2차 항체(anti-mouse IgG antibody, Sigma, 4000배 희

석)를 50 μL씩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C에서 방치한 후

p-nitrophenyl phosphate (9.7% diethanolamine buffer,

0.5 mM MgCl2, pH 9.8) 200 μL 처리하여암실에서 1h동

안 37°C에서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2.3 체 용시험 

2.3.1 시험대상   수  팩 

본 연구는화장품 지침 기 을 수하여 경기 도에거

주하는 20-30 남성과 여성을 상으로 하여 자발 참

여 동의를 받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피부 자극도

평가는 여성 31명 남성 0명, 피부 거칠기와 가 주름 임

상 평가는 여성 15명, 남성 7명을 모집하 으며, 평소 사

용하던 기 화장품의 사용을 지하고 제공한 실험 제

품만을 녁 1일 1회 사용하도록 하여 임상 집단의 결과

의 변이를 최소화 하 다. 임상 시험 참여 동의서. 내용

수사항, 시험목 ,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은 연

구 시작 연구 상자들에게 설명하 고, 식약처에서

게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지침에 따라 희망하

는 자를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생물 환 콩 배아추

출물이 1% 함유된 수면 팩의 처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Formulation of wash-off pack containing  

bioconversioned soybean germ extract

Ingredients

A
D.W

Kaolin

B
Glycerine

Xanthan gum

C

Aloe vera gel

Butylene Glycol

1,2 Haxane diol

Caprylyl glycol

Soybean gemmule extract(powder) 1%

B
Butylene Glycol Dicaprylate/Dicaprate

Sodium Poly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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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피부 극도 시험

본실험에 사용한 수면팩은 생물 환 콩배아 추출물

이 1% 함유된 것을 이용하 다. 4주간 여성 31명의 피험

자에 해 3회에 걸쳐 finn chambers (EpitestⓇ,

Tuusula, Finland) 테이 를 사용하 고, 1일 차 시 24시

간, 2일 차 48시간, 3일 차 72시간 부착후 패치를제거하

고 30분 후 시험 부 를 육안 독하 으며, 정기 은

국제 피부염 학회(ICDRG) 미국화장품 회

(PCPC) 기 을 응용한 자체기 인 Table 3을 용하

다.

Table 3. Irritant classification criteria and skin 

irritation score system

          (A) Irritant classification criteria

          (B) skin rritation score system

A

Irritation index Irritability evaluation

0≤ <0.02 No irritancy

0.02≤ <0.25 Low irritancy

0.25≤ <1 Slight irritancy

1≤ <2.5 Moderate irritancy

2.5≤ Severe irritancy

B

Score Criteria for judging

0 No signs of inflammation

0.5 Doubtful or slight reaction

1 Slight erythema

2
Moderate erythema with or
without partial edema or papules

3
Moderate erythema
with diffuse edema

4
Intense erythema
with diffuse edema with veicles

2.3.3 피부 거칠  지수 측

본 연구는 피부 거칠기 개선을 알아보기 해 피험자

는 4주간 녁 하루 1회씩 얼굴에 자가 사용하면서 총 3

번의 피부 거칠기 정도를 평가하 으며, 정확한 데이터

를 얻기 하여 실내 동일한 온도 22～24℃와 습도 40～

60%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시간 에서 비된 Antera

3D 기기 (Miravex, Ireland)를 사용하여 피부 거칠기를

측정하 다. 측정 시에는 양쪽 뺨 체를 3 회씩 반복 측

정하 다.

2.3.4 눈가 주  지수 측

본 연구는 가 주름 개선을 알아보기 해 피부거칠

기 지수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가 주름 지

수를 측정하 다. 측정 시에는 양쪽 가 쪽을 3 회씩 반

복 측정하 다.

2.4 통계 분

모든 실험은 독립 으로 3회 이상 실시하 으며, 결과

는 Mean ± SD로 표기하 고, SPSS Window Version

17.0 (SPSS Inc.,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으며, 유의성 평가는 Student's t-test을 이용하 고,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HPLC  용한 콩 아 물 분 분   

생물  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진 이소 라본의 비배당

체는 배당체 보다 피부 세포에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한다.

콩 배아추출물을 70% ethanol로 72h 추출하여 감압농

축 후 동결건조 한 결과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에는

이소 라본의 배당체인 Daidzin과 Genistin의 함량이 비

배당체인 Daidzein과 Genistein의 함량보다 4배정도 높

았다(Fig. 1,2). Pectinase를 이용하여 생물 환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소 라본의 배당체 성분인

Genistin과 Daidzin의함량이 어드는 반면 비배당체성

분인 Genistein과 Daidzein의 함량이 증가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Daidzein과 Daidzin의 경우 생물 환의 최

환시간은 7시간이었다. 이때 Daidzin에서 Daidzein

으로의 생물 환율은 71.28%이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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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B

Fig. 1. HPLC chromatogram of extract of soybean  

germ. (A) Daidzin (B) Genistin (C) Daidzein 

(D) Genistein

Fig. 2. Amount of isoflavone isolated from Soybean 

germ.

Fig. 3. Bioconversioin yield of isoflavones extracted  

from soybean germ using Pectinase.

3.2 생물  콩 아 물  in vitro 실험

3.2.1 포에 대한 포 생

각각의 세포에서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이 세포 생

존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세포 생존

율은 모든 농도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HDF cell

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이 각각의 세포에서 세포 독성이 거

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추후실험은 세포 생존

율이 90%이상인 100 μg/mL 범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A

B

C

Fig. 4. Effect of bioconversioned soybean germ 

extract on cell viability. Result is resented 

as mean ± SD.

        (A) RAW 264.7 cells (B) B16F10 cells

       (C) HDF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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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RAW 264.7 cell에 대한 Nitric Oxide 생

염증 반응은 염증유발 cytokine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 생성된 nitric oxide (NO)

로 인하여 진행되기에 NO 생산을 억제하는 화합물은 항

염증 효과를 갖는다[20].

본 연구에서는 NO 생성능을 측정하여 시료의 항염증

반응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Fig. 5 실험결과 LPS 처

리군에 비해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은 상 인 NO 생

성이 농도 의존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농도가 100

㎍/mL에서 NO 생성율은 42.19%로 유의하게 NO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시료 속 생물 환된

Daidzein과 Genistein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iNOS

protein과 mRNA를 억제함에 따라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1].

Fig. 5. Inhibitory effect of bioconversioned soybean  

germ extract on LPS-induced NO production  

by RAW 264.7 cells. Result is represented  

as mean ± SD. *p<0.05

3.2.3 B16F10 cell에 대한 Melanin 생합

α-MSH는 피부 내 멜라닌세포에서 microphthalmia

(MITF), tyrosinase 활성을 증가시켜 멜라닌 색소 합성

을 유도한다[22].

본 연구에서는 α-MSH를 첨가하여 Melanin 생합성

정도를 측정하여 시료의 항멜라닌 반응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Fig. 6 실험 결과 양성 조군으로 처리한

Arbutin은 농도 200 ㎍/ml에서 유의 으로 상 인

Melanin 생합성을 24.78% 억제했으며, 추출물은 농도 의

존 으로 유의하게 Melanin 생합성을 억제하 고 농도

가 100 ㎍/ml일 때 Melanin 생합성 억제율은 26.09%이

다. 이는 시료 속 생물 환된 Daidzein과 Genistein이 멜

라닌을 합성시키는 사인자 MiTF와 Tyrosinase, DCT

는 TYRP-1을 억제함에 따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3].

Fig. 6. Inhibition of melanin synthesis in B16F10 

melanoma cells treated with bioconversioned

soybean germ extract. Result is represented

as mean ± SD. *p<0.05 **p<0.01 ***p<0.001

3.2.4 HDF cell에 대한 MMP-1 

UV로 인하여 Fibrobalst 내에서 MMP-1 발 을 유도

시키는 soluble mediator들이 활성화되어 진피내

Collagen 분해가 유도된다[24].

본 연구에서는 MMP-1의 상 인 발 양을 측정하

여 시료의 항노화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Fig. 7). 실

험 결과 UVB에 의해 섬유아세포 배양액 내 MMP-1의

발 이 증가되었으며, 추출물 농도 의존 으로 유의하게

MMP-1 발 량이 84.32%, 76.26%, 64.29%, 58.67%,

49.36%로 감소하 고 MMP-1 발 량이 Control 수 으

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시료 속 생물 환된

Daidzein과 Genistein이 HDF cell내에 UVB의 향으로

활성화되는 MMP-1 mRNA와 MAP kinase인 ERK와

JNK를 억제함에 따라 MMP-1의 발 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25,26].

Fig. 7. Inhibitory effects of bioconversioned soybean

germ extract on UVB-induced MMP-1 in 

HDF cells. Result is represented as mean ± 

SD.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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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물  콩 아 물  함 한 수  팩  

체 용시험 결과

3.3.1 피부 극도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으로 피부

자극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인체폐쇄첩포시험

(closed patch test)을 실시하 다. 시험 굉장히 은

홍반을 나타내는 지원자 2명을 제외하고 부작용이 나타

난 지원자는 없었으며, 육안 평가에 의한 피부 자극 지수

는 0.027 으로 일차자극 측면에서 자극 물질로 평가

되었다.

3.3.2 피부 거칠  지수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으로 피부

거칠기 지수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양쪽부 모두 시

험 2주 후부터유의한수 으로피부거칠기지수가 감소

하 으며, 왼쪽 부 의 경우 2주, 4주후 9.71%, 16.26% 개

선되었고 오른쪽 부 의 경우 2주, 4주후 7.71%, 15.36%

개선되었다.Table 4

Table 4. Changes in roughness of skin.

Measure
Rate of

change(%)
p value

Left

Before
8.888

(±1.965)
-

<0.0012 weeks
8.025

(±1.844)
9.71

4 weeks
7.443

(±1.871)
16.26

Right

Before
8.563

(±1.910)
-

<0.0012 weeks
7.903

(±1.681)
7.71

4 weeks
7.247

(±1.795)
15.36

± Means standard deviation. *** p<0.001

3.3.3 눈가 주  지수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으로 가

주름 지수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오른쪽 가의 경우

시험 2주 후부터 유의한 수 으로 주름 지수가 감소하

고 왼쪽 가의 경우 유의한 수 은 아니지만 시험 에

비해 주름 지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왼쪽

가 주름의 경우 2주, 4주후 4.64%, 10.13% 개선되었고,

오른쪽 가 주름의 경우 3.28%, 7.58% 개선되었다.

Table 5 이는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의 이소 라본에

의해 MMP-1 발 을 억제함에따라 주름 감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Changes in roughness of skin. 

Measure
Rate of

change(%)
p value

Left

Before
10.76
(±2.44)

-

<0.0012 weeks
10.26
(±2.21)

4.64

4 weeks
9.67

(±2.31)
10.13

Right

Before
10.44
(±1.79)

-

<0.0012 weeks
10.10
(±1.72)

3.28

4 weeks
9.65

(±1.94)
7.58

± Means standard deviation. *** p<0.001

4. 결론

본 연구는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이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함유한 수면 팩이 피부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여 콩 배아 추출물을 생물

환하고 in vitro 실험을 통해 독성, 항염증, 항멜라닌, 항

노화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이를 함유한 수면 팩을

20~30 남성, 여성에게 인체 용시험 하여 피부 변화를

찰하 다.

1.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HPLC로 분석 시 이

소 라본 배당체 성분이 비배당체 성분보다 4배가

량 많았으나, Pectinase에 의한 생물 환 후 비배당

체 성분인 Genistein과 Daidzein의 함량이 증가하

고 Daidzin에서 Daidzein 으로 환시간은 최 7시

간 이었다.

2. In vitro 실험에서 RAW 264.7, B16F10, HDF cell에

한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의 안 성 실험 결과

0～100 μg/mL 에서 세포에 한 독성이 없는 물질

임을 확인했다.

3. RAW 264.7 세포의 항염증 결과 유의하게(p<0.05)

농도 의존 으로 NO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고 농도가 100 μg/mL일때 NO 생성율은 42.19%

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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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16F10세포에 한 항멜라닌 실험에서 a-MSH 처

리군에 유의하게(p<0.01) 농도 의존 으로 멜라닌

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다.

5. HDF 세포에 한 항노화 실험에서는 UVB에 의해

MMP-1 발 이 증가하 고 생물 환 콩 배아추출

물 처리 시 농도 의존 으로 MMP-1 발 이 감소

되었으며 농도 100 μg/mL에서는 Control과 비슷한

수 의 MMP-1 발 을 억제하 다.

6.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을 인체

폐쇄첩포시험한 결과 피부 자극 지수는 0.027 으

로 자극 물질로 평가되었다.

7. 피부 거칠기 개선율은 2주, 4주후 왼쪽 부 는

9.71%, 16.26%, 오른쪽 부 는 7.71%, 15.36%로 양

쪽 모두 유의하게(p<0.05) 개선하는 효과가나타났

다.

8. 가 주름 개선율은 2주, 4주후 왼쪽 부 는 4.64%,

10.13%, 오른쪽 부 는 3.28%, 7.58%로 양쪽 모두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와 같은 실험 결과로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은 세

포에 해 안 하고 항염증, 항멜라닌, 항노화의 효능이

있으며 이를 함유한 수면 팩은 인체 용 시 자극으로

피부의 거칠기, 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써 생물 환 콩 배아추출물은 다양한 제형

의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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