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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purified the extracts from the seeds and the roots of various plant species, including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and S. repens, and then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se extracts on cell growth and fat accumulation in adipocytes. We found that the extracts puri-
fied from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and S. repens more effectively increased
the cell growth, as well as promoting the fat accumulation in adipocytes to a greater extent, than other
extracts in vitro. Therefore, we made breast packs containing these effective extracts, and then inves-
tigated whether they were effective in enhancing the elasticity and volume of women’s breasts. The
measurements of breast elasticity and size revealed that the breast packs efficiently increased the elas-
ticity and size of women’s breasts. Furthermore, evaluation of the questionnaires related to usage of
the breast packs indicated great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lift, firmness, and elasticity of breasts. In
conclusion, extracts purified from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and S. repens
leading to cell growth and fat accumulation in adipocytes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lasticity and size of women’s bre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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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활동이 급속하게 증가

함으로써 대인관계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여성들이 자신

만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관리 등 자신만의 개성 표출을 위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11]. 특히,

여성의 가슴은 보다 미적인 면이 강조되어 풍만하고 봉긋한

모양의 가슴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4]. 이

에 이상형에 맞지 않는 가슴을 가진 여성들은 불만족하게 되

고, 내외적인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추구하는 신체이미

지에 맞는 이상적인 가슴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슴성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19]. 하지만 가슴성형 중 가장 효과적이

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슴확대술은 실제로 불만의

요소가 가장 많은 성형이기도 하다. 이는 보형물 손상에 대한

불안 요인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합병증

이 생기거나 위험 요소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요인들이 다

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4].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

재 수술 없이 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 수 있도록

유선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슴 크기의 향상과 탄력증진의 목적

으로 여성호르몬과 상관성이 있는 식물추출물 원료를 이용한

향장품의 개발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가슴은 모유를 분비하는 유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관능미를 나타내는 부위로서 유방체와 유두로

구분되는데, 유방체는 피부의 일부가 국소적으로 두터워진 곳

으로 피하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가슴의 구조와 구성의

변화에는 여성의 성장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에 관계가 있다

[17]. 여성호르몬은 사춘기로부터 성인기에 걸쳐 분비되고 많

으면 많을수록 지방이 형성되기 쉽고 가슴도 풍만해진다[7].

이는 에스트로겐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변화로서 인위적으로

생성시켜 체형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18]. 따라서 에스

트로겐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신체에 공급함으로써

이를 해결 할 수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여 유선을 발달시키므로 가슴을 확대시킬 수 있다[22].

Phytoestrogen은 식물에서 유래된 에스트로겐 호르몬으로

서 구조적으로 체내에서 분비되는 estradiol과 유사하며, 이를

함유한 식품과 추출물들을 폐경기 증상의 치료에 복용한 결

과, 유방암 및 자궁암의 빈도를 낮추고 골다공증 및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효과가 있었다[6,8,15,16]. Phytoestrogen을 복용

한 결과 폐경기 전 여성들의 가슴크기를 증가시키며, 이는 유

선의 수가 증가되고 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5]. Phytoestrogen은 일반 식물에 광범위하게

함유된 화합물들로서 특히, 대두, 칡이나 알파파[3], 푸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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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2] 등의 콩과 식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Phytoestrogen

의 일종인 genistein을 생후 50일 이전의 쥐에 투여한 결과

유선의 분화를 촉진시켜 성숙시키고[13], isoflavone for-

mononetin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유선조직의 증대를 가져왔

다[23]. Phytoestrogen을 피부노화가 빠른 갱년기 여성에게 적

용했을 때 피부노화가 지연되었으며, 6개월간의 임상실험에

서는 피부탄력을 되찾았고, 주름의 60%가 개선되는 생리학적

인 활성이 나타났다[21]. 푸에라리아를 함유한 화장품을 피부

에 적용하였을 때, 피부탄력과 보습에 효과가 나타났다[10].

에스트로겐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합성을 촉진시키며, 콜라겐 대사를 관여하여 기저세포 증식효

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현재 푸에라리아,

알파파 등의 phytoestrogen을 이용한 크림형태의 화장품 개발

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슴확대를 위한 천연 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콩과식물을 비롯한 몇 종류의 식물체

로부터 phytoestrogen을 함유하는 추출물을 얻고, 지방세포에

처리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축적에 대한 활성을 조사하

였으며, 활성이 나타난 추출물들을 첨가하여 팩을 제조하고,

가슴크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체 및 물질추출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의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식물은 검정콩(Glycine max.(L.) Merrill), 더덕(Codonopsis lan-

ceolata (Siebold & Zucc.) Trautv.), 도토리(Quercus acutissima

Carr.), 밤(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질경이(Plantago asi-

atica L.), 차전자(Psyllium, Plantago asiatica L. seed), 레드클로

버(Trifolium pratense L.), 지모(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왕대(Phyllostachus bambusoides Siebold et Zucc.), 소나

무(Pinus densiflora S. et Z.), 푸에라리아(Pueraria mirifica), 톱야

자(Serenoa repens) 등 12종을 구입하여 물질추출에 사용하였

다. 각 식물체는 세절하고 음건한 후 H2O, ethanol, ethyl ace-

tate 순으로 순차적 용매추출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ethanol과

ethyl acetate는 Fisher (Scientific Korea Ltd.)사의 제품을 사용

하였다. 식물체를 건조시킨 후 20 g씩 취하고, 물을 200 ml

가하여 100℃에서 4시간 환류추출하여 20~700 mg의 추출물

을 얻었다. 열수추출 후 식물체는 건조시킨 다음, ethanol 100

ml씩 가하여 상온에서 200 rpm으로 진탕 추출하여 5~80 mg

의 추출물을 얻었으며, ethyl acetate추출은 ethanol 추출과 같

은 방법을 사용하여 1~20 mg의 추출물을 얻었다. 열수추출물

은 동결건조하고, 용매추출물은 감압 농축하여 추출물을 제조

하였다. 세포실험에 사용할 시료는 DMSO (Dimethyl sulf-

oxide, Sigma-Aldrich, Molecular biology grade)를 이용하여

10 mg/ml로 녹여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적정 농도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3T3-L1 세포는 KCLB (Korea Cell Line

Bank)에서 구입하여,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10%

BS (Bovine Serum, Gibco, USA), 1% PS (Penicillin and strep-

tomycin, ThermoFisher, USA)가 포함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ThermoFisher, USA)를 사용하여 배

양하였다. 3~4일 간격으로 계대배양을 시켜가며 실험에 사용

하였다.

지방축적과 세포성장

계대배양으로 preadipocyte 상태인 3T3-L1을 이용하여 24

well plate에 동일한 수(2×10
4
)로 cell을 seeding하였다. 3T3-L1

cell이 well 밑바닥을 덮을 정도로 배양을 한 후, 분화유도 물질

인 0.25 μM dexamethasone (DEX), 0.5 mM methyliso-

butylxanthine (MIX)과 10 μg/ml Insulin 을 첨가한 배양액으

로 4일간 배양하여 분화를 유도하였으며, DEX, MIX, insulin

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유도된 세포에 지방축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식

물추출물을 25 μg/ml 농도로 분화유도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

하였으며, 식물추출물은 배양액을 교환할 때 2일 간격으로 3

회 처리하였다. 10일간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

척, 10% formalin으로 고정시킨 후 Oil Red O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처리하여 염색하였다. 염색 후 도립

현미경을 이용하여 지방의 생성과 축척을 관찰하였고, 염색된

지방들을 isopropanol에 녹여 96 well plate에 옮긴 후 49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지방의 량을 측정하였다. 식물추출물

을 3회 처리한 이후 well에 Trypsin/EDTA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처리하여 세포를 분리하고, trypan

blue를 처리하고 세포현탁액을 만든 다음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팩 제조

가슴부착용 팩은 3T3-L1 세포실험에서 지방합성 활성을 나

타내는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S. repens의 각 추출물을 0.6%씩 첨가하여 추출물을 중량의

3%되게 첨가하였으며, 팩은 겔타입으로 (주) 아토즈바이오에

서 제조하였다. 팩 제조에 첨가한 주요성분은 Table 1에 나타

냈다.

임상실험

식물추출물을 함유한 팩을 부착하여 가슴의 크기변화를 조

사한 시험은 B컵 이하인 23~41세(평균연령 30.6±6.3세)의 건강

한 여성 피험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피험자별 생리주기와

결혼 유무, 피부 타입(Table 2)을 조사하였다. 병력이 없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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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xperimental formulation of the gel pack containing plant extract

No. Ingredient No Ingredient

1 water 10 adenosine

2 glycerin 11 β-glucan

3 butylene glycol 12 gelatine

4 xanthan gum 13 PEG-10 hydrogenated castor oil

5 agar 14 sodium acetylated hyaluronate

6 collagen 15 phenoxyethanol

7 carrageenan 16 disodium EDTA

8 hyaluronic acid 17 plant extracts

9 albutin

Table 2. Information of subjects (n=15)

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Menstrual cycle

Beginning 4 26.67

Middle 6 40.00

End 5 33.33

Marriage
Yes 12 80.00

No 3 20.00

Skin type

Dry 4 26.67

Normal 9 60.00

Oily 1 6.67

Dry and Oily 1 6.67

Skin elasticity

Flexible 1 6.67

Normal 12 80.00

Not-Flexible 2 13.33

Stinging
Yes 0 0.00

No 15 100.00

Adverse reaction
Yes 0 0.00

No 15 100.00

부로 제외기준 및 선정기준에 맞는 여성으로, 6개월 동안 생리

주기가 일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생리주기로 인하여 가슴 크기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리가 끝난 시점에서 실험을 시작하

였다. 샤워 후 5일간 1일 1회(저녁) 식물추출물이 함유된 천연

팩을 12시간 착용 후 제거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천연 팩의

효능이 유지되는 기간을 조사하였다.

피험자에 의한 설문평가는 효능과 사용성에 관한 설문평가

로 각 평가시점에서 1~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런 편이다; 3, 변화 없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런 편이

다)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증감률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증감률(%)=
(제품사용 후 측정값-제품사용 전 측정값)

×100
제품 사용 전 측정값

가슴둘레와 탄력 측정

천연팩 사용 전후의 가슴둘레 측정은 측정용 자를 이용하여

각 평가 시점마다 각각의 둘레를 측정하였으며, 가슴탄력 측

정은 피부 점탄성 측정 장치인 Cutometer
®

MPA 580 (CK

electronic GMbH, Koln, Germany)를 사용하였다. 부착 1일

후부터 21일까지 각 평가 시점마다 좌측 가슴의 유두 바깥

측면의 탄력을 측정한 후, 파라미터 중 R2 (gross elasticity)

및 R7 (biologic elasticity) 값을 취하여 분석하였다(Fig. 1).

가슴 볼륨 측정

피험자의 가슴 볼륨 측정은 3차원 이미지 촬영장치인

PRIMOS® Body 7.0 (GFMesstechnik GmbH, Berlin,

Germany)을 이용하여 각 평가시점에서 가슴을 촬영한 후 볼

륨을 분석하였다(Fig. 2). 천연 팩 부착 전과 부착 후 1일, 3일,

5일 그리고 부착하지 않고 21일 후에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PRIMOS® Body 7.0 전용 softwar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측정 부위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지 overlay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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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immediate distension

Uv: delayed distension

U : final distension

Ur: immediate retraction

R: resilient distension

R2 (Ua/Uf: gross elasticity)

R7 (Ur/Uf: biologic elasticity)

Uv/ue: the ratio of viscoelastic to elastic distension

Ur/Ue: elastic ratio after the first traction

Fig. 1. Define of elasticity parameter.

Fig. 2. Analysis image of breast volume using PRIMOS® Body

7.0.

을 사용하였다.

피부안전성 평가

피부 안전성 평가에 참가한 피험자는 건강하고 병력이 없는

피부를 가진 한국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5일간 사용하게 하였

다. 각 평가시점에서 관찰 및 문진을 통해 주관적 피부 자극감

과 객관적 피부 자극을 평가하였다. 시험 도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 및 그 밖의 이유로 탈락한 피험자는 없었으며 최종

피험자 수는 15명이다. 피험자 방문 시 마다 객관적 자극감으

로 홍반, 부종, 각질박리, 구진 등을 관찰하였고, 주관적 자극

감으로 가려움, 찌르는 느낌, 근질거림, 열이 나는 느낌, 따가

움, 뻣뻣함, 당김 등을 관찰하였다. 방문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험에 더 이상 참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시험을 포기하도

록 하였다.

통계처리

지방축적과 세포성장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고, 측정결

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igma plot를 이용하

여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임상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 11.5의 paired t-test 방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성장과 지방 축적

3T3-L1 세포의 분화를 유도한 후 지방합성과 축적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 max 외 11종 식물체의 H2O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을 25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관찰하였다. 식

물체 추출물을 용해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DMSO는 3T3-L1

세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control에는 DMSO만

을 첨가하였다. 식물추출물을 마지막 처리한 후 2일째부터 처

리구의 세포 밀집도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control에 비해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S. repens의

추출물을 처리한 well에서 세포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S. repens, P. mirifica, C. lanceolata 순으로 세포

의 성장과 밀집도가 증가했다(Fig. 3). 식물추출물 마지막 처리

후 3일이 지나면 lipid droplet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4일

후에는 lipid droplet이 well 곳곳에 군집현상으로 관찰되어졌

다. 처리 6일째 oil-red O 염색을 실시한 결과 control과 비교했

을 때 Q. acutissima, C. lanceolata, P. bambusoides의 ethanol 추

출물과 P. mirifica와 S. repens의 H2O 추출물을 처리한 well에

서 붉은 lipid droplet이 많이 형성되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특히 P. bambusoides ethanol 추출물과 S. repens H2O 추

출물을 처리한 well에서 가장 많은 lipid droplet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릿대 잎 추출물을 이용한 지방세포의 지방축적

실험 결과, 70% ethanol 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을 25~100 μ

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내 지방

축적을 증가시켰으나, 200~250 μg/ml 의 농도에서는 지방축

적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었다[12]. 본 연구에서도 대나무잎

추출물 25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지방축적이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나무 잎 추출물에는 풍부한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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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rphology of Oil Red O strained adipocyte 3T3-L1. (A) Control, (B) DMSO, (C) G. max H2O ext., (D) C. crenata EtOH

ext., (E) Q. acutissima EtOH ext., (F) T. pratense H2O ext., (G) S. repens H2O ext., (H) A. asphodeloides H2O ext., (I) P. mirifica
H2O ext., (J) C. lanceolata EtOH ext., (K) P. bambusoides EtOH ext., (L) P. asiatica EtOH ext..

가 함유되어있어 항산화활성[25]과 피부세포 활성화에 의한

탄력증진이 가슴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

다. S. repens H2O 추출물의 지방축적활성이 control보다 190%

높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control보다 190% 높았고(Fig.

3), 세포성장도 125% 높게 나타났다(Fig. 4). S. repens 는 서인

도제도나 미국 동남부에 자생하는 식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

이 있으나, 현재 전립선관련 질환 치료보조제로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어, 안전성과 산업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 P. mirifica의 isoflavone이 estrogen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의 탄력과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24], 본

실험에서도 P. mirifica의 H2O 추출물을 25 μg/ml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세포성장과 지방축적이 대조구에 비해 세포성장과

지방축적이 각각 130%와 140% 증가하였다(Fig. 3, 4). C. lan-

ceolata ethanol 추출물을 처리한 곳에서 3T3-L1의 세포성장률

이 control보다 150% 높았으며, 지방축적은 140% 높게 나타났

다(Fig. 3, 4). C. lanceolata는 식품으로서도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가양주로 담아서도 많이 복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에

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슴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활성이 있

다는 P. mirifica 보다 C. lanceolata ethanol 추출물이 세포성장

과 지방축적을 각각 10% 높게 나타났다. G. max H2O 추출물과

A. asphodeloides H2O 추출물은 세포의 생육과 지질의 합성을

모두 억제하였다. G. max와 A. asphodeloides 는 식품과 한약재

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성장과 지질합성

을 억제하므로 비만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 crenata ethanol 추출물, T. pratense H2O 추출물

및 P. asiatica ethanol 추출물은 세포의 생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질합성만을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식물 종에 따라

서 추출되는 phytoestrogen은 지방세포에 대한 분화와 지방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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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lant extracts on lipid accumulation and cell growth in adipocyte 3T3-L1. Control, (B) DMSO, (C) G. max H2O

ext., (D) C. crenata EtOH ext., (E) Q. acutissima EtOH ext., (F) T. pratense H2O ext., (G) S. repens H2O ext., (H) A. asphodeloides
H2O ext., (I) P. mirifica H2O ext., (J) C. lanceolata EtOH ext., (K) P. bambusoides EtOH ext., (L) P. asiatica EtOH ext..

Fig. 5. Changes of under bust and bust girth after using test product. Mean±SEM, *p<0.05 vs. before treatment.

적에 대한 활성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처리농도에 따라서도 분

화와 지방축적의 저해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슴둘레 분석

지방축적과 세포성장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추출물들을 첨

가하여 제조한 천연 팩을 사용하여 밑가슴 둘레를 조사한 결

과 사용전과 변화가 없었으나, 가슴둘레는 사용 5일 후부터

21일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p<0.05, Fig.

5). 가슴둘레는 21일 후까지 지속되어졌으나 가슴볼륨은 11일

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Chung [5]에 의하면 phytoestrogen 의 복용이 폐경기 전 여성

들의 가슴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표했고, 쥐의 실험에서

는 유선의 수가 증가되고, 세포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가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밝혔다. 식물성 estrogen의 활성은

내인성 estrogen에 비해 약 1/100~1/1,000 정도 되지 않으나

체내농도는 100배 정도 높음으로써 estrogen에 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9,15].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

ifica, P. bambusoides, S. repens의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천연 팩이 가슴둘레의 크기를 증가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다

양한 식물체의 phytoestrogen과 isoflavone 및 기타 화합물들

이 인체에 작용하는 생리적인 기능을 물질의 종류와 양적인

관계의 연구는 흥미를 줄 것이다.

가슴탄력 분석

여성의 가슴은 노화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변화와 생리적

인 기능감소 그리고 운동,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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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bust elasticity after using test product. Mean±SEM, *p<0.05 vs. before treatment.

에 누적된 외부자극에 의해 가슴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므

로 가슴이 작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탄력을 증가시키게 되

면 처짐 현상을 보완하여 탄탄한 가슴을 만들 수 있기에 볼

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시험은 탄력도 파라미

터를 사용한 것으로 R2 (Ua/Uf : gross elasticity)와 R7

(Ur/Uf : biologic elasticity)은 1(100%)에 가까울수록 피부

탄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5명의 피험자의 가슴 탄

력을 측정한 결과 R2 값은 천연 팩 사용 1일 후 시점에서 가

슴탄력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R7 값은 사용 1일 후부터 탄력

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용 3일 후부터 5일까지 가장 탄력

이 높았고, 사용 후 21일까지도 사용 전 보다 높은 탄력이 유

지되었다(p<0.05, Fig. 6).

가슴 볼륨 측정

가슴볼륨 상승효과 조사는 PRIMOS
®

Body 7.0를 이용하여

천연 팩 사용 전과 후의 유의성 여부를 가설 평균 차

5%(*p<0.05)로 분석한 결과,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사용 1일

Fig. 7. Changes of bust volume after using test product.

Mean±SEM, *p<0.05 vs. before treatment.

후부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5일 후에 최대 볼륨 값을

나타냈으며, 11일 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고, 21일 후에는

팩 부착 1일 후와 같은 볼륨 값을 나타냈다(Fig. 7).

Phytoestrogen을 첨가한 천연 팩을 5일 연속 부착할 경우 2주

간 이상 부착전보다 높은 볼륨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3D

이미지 분석 사진에서도 부착 1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으며,

21일 후에도 사용전보다 가슴이 확대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홉, 메밀, 회향종자, 호밀, 보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phytoestrogen을 복용한 결과, 가슴의 크기가 증가한

다는 결과[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phytoestrogen이 여성의

가슴크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복용하는 것 보다 팩으로 부착하는 것이 효과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Phytoestrogen과 isoflavone 류들이 3T3-L1 세포에

대한 지방축적활성과 세포성장 촉진활성이 가슴의 크기를 변

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정확한 작용기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 안전성

피부 안전성 평가 결과, 피험자 6명(#01,#03,#04,#05,#14,

#15)이 천연 팩을 사용하였을 때 가벼운 가려움을 호소하였으

나, 그 증상이 미약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른 피험자

1명(#06)은 사용 3일 후 시점에서 홍반이 관찰 되었으나, 사용

5일 후 소멸되었고, 그 외의 다른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식물체 추출물들이 피부에 이상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가슴팩 사용 설문평가

식물추출물을 함유한 천연 팩을 사용한 15명의 여성 피험자

에게 사용 후 가슴의 크기변화와 만족도 등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효능에 관한 설문평가

결과는 제품 사용 5일 후 시점에서 ‘매끈해짐, 부드러워짐,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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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of bust volume after using test product (Subject No. 5). Mean±SEM, *p<0.05 vs. before treatment.

Table 3. Skin adverse reactions

Item 1D 3D 5D 21D

Subjective

irritation

Itching 1(#14)
6(#01,#03,#04,

#05,#14,#15)
2(#14.#15) 0

Prickling 0 0 0 0

Tickling 0 0 0 0

Burning 0 0 0 0

Sting 0 0 0 0

Stiffness 0 0 0 0

Tightness 0 0 0 0

Etc 0 0 0 0

Objective

irritation

Redness 0 1(#06) 0 0

Edema 0 0 0 0

Desquamation 0 0 0 0

Papule 0 0 0 0

Etc 0 0 0 0

A number of subjects 1 7 2 0

Table 4. Result of self-questionnaires for efficacy (n=15)

Items
1D 3D 5D

N1 %2 N1 %2 N1 %2

Firmness of bust 5 33.33 7 46.67 10 66.67

Softness 7 46.67 11 73.33 13 86.67

Bust elasticity 5 33.33 8 53.33 10 66.67

Improvement of bust volume 5 33.33 8 53.33 10 66.67

How feel wearing bra 4 26.67 6 40.00 10 66.67

Bust lifting 4 26.67 5 33.33 10 66.67

Improvement of bust line 1 6.67 8 53.33 8 53.33

Moisture 9 60.00 13 86.67 14 93.33

Slip 9 60.00 12 80.00 12 80.00

Satisfaction 4 26.67 8 53.33 12 80.00
1
N (Frequency): Number of positive answers

2% (Percentage)=Frequency (N)/Number of total subjects (15)×100

촉함, 만족도’ 항목에서는 80%이상 긍정적인 답을 했으며, ‘탄

탄해짐, 가슴탄력, 볼륨, 속옷 착용 시 변화, 리프팅’ 항목에서

는 65%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Table 4). 또한, 사용 후

2주가 경과한 21일째에 ‘리프팅 유지, 탄탄함 유지, 탄력 유지,

만족도’ 항목은 피험자의 5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

며(Table 5), 이는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S. repens의 추출물을 함유한 천연 팩을 사용할

경우 탄력이 유지되고, 가슴의 크기가 개선되어지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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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self-questionnaires for efficacy (n=15)

Items
21D

N
1

%
2

Continuous to keep bust firmness 8 53.33

Continuous to keep bust elasticity 9 60.00

Continuous to keep bust volume 7 46.67

Continuous to keep lifting effect 8 53.33

Satisfaction 9 60.00
1N (Frequency): Number of positive answers
2% (Percentage)=Frequency (N)/Number of total subjects

(15)×100

Table 6. Result of self-questionnaires for usability (n=15)

Items
Frequency

(N
1
)

Percentage

(%
2
)

Usability 14 93.33

Fragrance 11 73.33

Absorption 12 80.00

Convenient to use 7 46.67

Satisfaction 11 73.33

Purchase intention 9 60.00

Recommendation intention 10 66.67
1
N (Frequency): Number of positive answers

2
% (Percentage)=Frequency (N)/Number of total subjects

(15)×100

21일 이상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림형태의 제품은

마사지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문질러야하며, 마르기 전에는 옷

을 착용하는 것이 어렵고, 손을 씻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팩은 가슴에 부착하는 방식이므로 간편하며,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하여 사용에 따른 설

문평가 결과, 향, 만족도 및 흡수력 항목에서는 피험자의 7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용 느낌조사에서는 90% 이

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Table 6). 식물체추출물을 첨가

한 천연 팩은 가슴의 크기변화와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사용

후 만족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관련 제품개발에 기초자료

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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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식물추출물 팩의 여성가슴 탄력증진과 크기증대에 관한 연구

최예훈1․박민경1․김용균1․이상몽1․손홍주1․박현철1․김선태2․최인수2․김근기1*

(
1
부산대학교 생명환경화학과,

2
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본 연구는 콩과식물과 허브식물 및 국내 자생식물체들로부터 estrogen 생성과 대사에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굴하기 위하여, 12종의 식물체로부터 식물 유래의 isoflavone류를 포함한 2차대사산물을 용매로 추출하여 지방

세포의 지방합성과 축적에 활성을 조사하였다. 활성을 보이는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

soides 및 S. repens 5종의 식물체 용매추출물을 전체중량의 3% 되게 첨가하여 천연 팩을 제조하였으며 임상실험

을 통하여 가슴의 탄력과 크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 lanceolata 추출물을 25 μg/ml 농도로 처리한

곳에서 3T3-L1의 세포성장을 control과 비교했을 때 130% 이상 증가시켰으며, 지방의 축적은 S. repens H2O 추출

물을 처리한 곳에서 190% 정도 지방축적량이 많았으며, C. lanceolata와 P. bambusoides EtOH 추출물을 처리한 곳

에서도 각각 145%와 154%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합성을 촉진하는 식물체추출물들을 첨가하여 천연 팩을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팩으로 더마프로에 가슴크기 변화와 탄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임상실험을 의뢰하였다. 임

상 실험 결과, 가슴둘레, 탄력, 볼륨이 모두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능에 관한 설문평가

결과, 사용효과 항목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사용 후 2주간 효과에 대해 65%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사용성 설문평가 결과 또한 피험자의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는 피험자 6명이 사용 중 가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 증상이 미약하여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1명은 사용

3일 후 홍반이 관찰되었으나 5일 후 소멸되었고, 그 외의 다른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인체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Q. acutissima, C. lanceolata, P. mirifica, P. bambusoides 및 S. repens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첨가한 겔타입의 팩 제조물은 여성의 가슴크기 향상과 탄력유지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세포수준의 실험

과 임상실험에서 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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