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안은 피부미용의 첫 단계로써 건강한 피부를 유지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피부에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 염분 

등의 내사 물질이 존재하며, 피지 등이 장시간 공기 중

에 노출될 경우 산소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 산화, 분해된다. 세안을 잘 하지 않으면 피부에 남

아있는 이같은 노폐물로 인하여 모공이 막히거나 피부

의 정상적인 분비 작용 및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한다. 클렌징 제품의 경우 

세정 이외에도 사용 후 상쾌함, 부드러움, 트러블 제거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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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피부타입에 적절하지 않

은 클렌징 제품을 선택할 경우 민감한 피부가 되거나 

피부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2,3]. 

클렌징 제품은 제조 기술 및 미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급화, 전문화, 세분화되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클렌징 폼, 오일, 워터, 젤, 크림, 티슈 등 다양

한 형태가 있고, 근래에는 일반적인 비누보다는 폼 클

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만족도 또한 높

은 편이다[4]. 세안제 사용의 효과에 관하여 송[1], 임

[5], 강[6]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본 연구 이전에는 서

시옥용산을 이용한 cp비누의 세안효과[7-10]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 특산 생약인 인삼(Panax ginseng 

Meyer)은 오래 전부터 세계 최고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1] 동양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도 강장제나 건강식품, 또는 대체의학의 herbal 

therapy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2].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초경(神農本

草經)에 인삼의 효능으로  주보오장(主補五臟) 안정신

(安精神) 정혼백(定魂魄) 지경계(止驚悸) 제사기(除邪氣) 

명목(明目) 개심(開心) 익지(益智) 구복(久服) 경신(輕身) 

연년(延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13].  

동의보감에는 오장의 기운을 보태주는 대표적인 보기

약(補氣藥)으로써 신농본초경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 

이 외에 장기복용하게 되면 기부열택 (肌膚悅澤)이라 하

여 살결이 윤택해진다고 하였다[14].

인삼의 약효는 사포닌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졌으며, 항암효과[15], 항산화효과[16], 항당뇨효과

[17], 간보호효과[18], 면역기능증강효과[19], 혈관확장

효과[20], 항스트레스효과[21], 항피로효과[22]등의 효

능이 보고되었다.

근래 인삼 Saponin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장품에 첨가 

시판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력수출품목이 되었다. 인

삼의 피부미용에 대한 연구로는 이[23], 김[24], 조[25], 도

[26], 김[27], 김[28]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피부 상태는 외부환경이나 일상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29]. 본 연

구에서는 외부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물과 타월을 이용하여 세안 전과 세안 

10분 후의 피부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물세

안만 한 경우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세안제를 

사용하여 세안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안면피

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변화 상태를 비교분석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 시험재료 및 연구대상과 방법

2.1 시험재료

2.1.1 약재

  본 시험에 사용된 인삼은 ㈜나눔제약 (영천, 한국)에

서 구입하여 생약규격집에 맞게 관능검사하여 약전규

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2.1.2 유효성분 추출

  인삼 1 kg을 마쇄한 후 80% 에탄올을 사용하여 상

온에서 교반기로 3일간 교반하여 추출한 후 얻어진 상

등액을 감압 농축하여 추출물 270 g을 제조하였다.

2.1.3 비누제조

1) 스테인레스 비커에 팜오일 · 코코넛오일 180 g, 

올리브오일 100 g, 포도씨유 60 g, 피마자유 · 미

강유오일 50 g, 살구씨오일 · 검은깨오일 40 g 

등의 베이스 오일을 계량하고 핫플레이트에 올려 

50 ℃ 정도로 가열한다.

2) 252 g의 정제수에 수산화나트륨 87 g을 넣어 혼

합하고 50 ℃가 될 때까지 열을 식힌다.

3) 베이스 오일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부으면서 저

어준 후 핸드 블랜더를 사용하여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잘 저어서 비누화한다. 

4) 트레이스 상태가 되면 인삼 분말 추출물 37.5 g

과  Eucalyptus 에센셜오일 5 g을 넣어 5분간 

섞는다.

5) 준비된 1 kg용량의 틀에 비누액을 붓고 윗면을 

평평하게 고른 뒤 뚜껑을 덮고 타월로 감싸서 보

온해 주면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6) 숙성된 비누는 틀에서 꺼내 커터를 이용하여 적

당한 크기로 자르고 건조대에서 4 내지 6주 동안 

자연숙성시킨다.

2.2. 연구대상

본 시험은 인삼cp비누의 세안효과를 연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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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행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동의를 한 50명을 대상

으로 세안 전·후 피부의 변화 상태를 검사하였다. 검사

는 안면피부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1인이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시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했으며 2020년 8월부터 10

월까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 중 시험 참가 시점 1개

월 이내에 전신 스테로이드 또는 광선 치료를 받은 경

우, 시험참가 3개월 이내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경우, 

아토피 또는 감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시험 부위

에 병변이 있어 측정이 곤란한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

품에 대한 반응이 심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기타 

인체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안동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1040191-201907-HR-005-01)

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2.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3회에 걸쳐 세안 전·후의 안면피부 변화 

상태를 검사하였으며 처음에는 물세안, 2차에서는 시중

에서 판매되는 폼클렌징 (F/C)세안제, 3차에서는 인삼

cp비누를 사용하여 세안하도록 하였다. 피부상태 검사

는 A-ONE Smart 원 클릭 자동 안면 진단 시스템

(BOMTECH ELECTRONICS CO.,LTD,Korea)을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 안면 전체 상태와 볼 부위를 일반

광, 편광, UV광으로 연속 3회 측정하였고 P-sensor를 

사용하여 수분을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내 온도 24-26 ℃, 상대

습도 45%이하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Fig 1. One-click automatic facial diagnostic device 

2.4. 검사 및 세안방법

1) 대상자는 입실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여 안면피부검사를 한다. 

2) 이후 깨끗하게 세안하고 착석하여 10분 동안 휴

식한 후 다시 안면피부검사를 시행한다. 

3) 세안제를 이용하여 세안 시에는 거품을 충분히 

만든 후 마사지하듯 10회에서 20회 이상 문지르

고 물로 튀기듯 세안을 한다. 

4) 헤어라인과 목, 안면의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세안

을 한 후 충분히 헹군다.

5) 세안 후 물기를 닦되 타월 (킹스타올 대형, 한국)

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이 닦아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 (mean±S.D.)

로 표시하였다. 각 처리군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이용하였고,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p<0.001, 

0.01, 0.05)을 검정하였다.

3. 결과

3.1. 안면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18명 

(36.0%), 여자가 32명 (64.0%)이었고 연령대는 20대, 

30대 각 6명 (12%), 40대 8명 (16%), 50대 15명 

(30%), 60대 7명 (14%), 70대 8명 (16%) 였다. 피부타

입은 복합성 32명 (64.0%), 유분부족 11명

(22.0%), 중성 7명 (14.0%)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8 36.0

Female 32 64.0

Age

20's 6 12

30's 6 12

40's 8 16

50's 15 30

60's 7 14

70's 8 16

Skin Type

Complex Skin 32 64.0

Oil Shortage Skin 11 22.0

Neutral Skin 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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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존 유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1548.27±1191.964, 물세안 후 1564.86±1456.519, 

F/C세안 전 1219.53±960.48, F/C세안 후 

1057.84±807.73, 인삼cp비누 사용 전 1354.78±1301.27,

인삼cp비누 사용 후 1169.76±970.94로 나타나 물세

안과 F/C 세안, 인삼cp비누 세안에 있어서 모두 유의

성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 T zone oil change

3.3. U존 유분 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U존 유분은 물세안 전 

583.06±647.915, 물세안 후 496.143±546.593,  

F/C세안 전 351.96±407.28, F/C세안 후 

319.18±409.17, 인삼cp비누 사용 전 381.82±508.36, 

인삼cp비누 사용 후 360.62±507.07로 나타나 물 세안

에 있어서 유의한 유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oil content (U-zone) 

after water washing

Fig 3. U zone oil change

3.4. 모공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모공의 크기는 물세안 전 

3.61±0.46, 물세안 후 3.53±0.47, F/C세안 전 

3.67±0.42, F/C세안 후 3.46±0.36, 인삼cp비누 사

용 전 3.55±0.42, 인삼cp비누 사용 후 3.44±0.42으

로 나타나 물세안, F/C 세안, 인삼cp비누 세안에 있어

서 모두 유의성 있는 모공크기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washing

p<0.001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F/C and Ginseng washing

Fig 4. Pore changes 

3.5. 색소침착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색소침착은 물세안 전 

3.76±1.59, 물세안 후 3.60±1.56, F/C세안 전 

3.74±1.54, F/C세안 후 3.40±1.36, 인삼cp비누 사

용 전 3.63±1.54 인삼cp비누 사용 후 3.25±1.33으

로 나타나 물세안, F/C세안, 인삼cp비누 세안에 있어

서 모두 유의성 있는 색소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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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water washing

p<0.001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pore size after 

F/C and Ginseng washing

Fig 5. Pigmentation change 

   

3.6. 수분변화 

안면분석 검사 결과 수분은 물세안 전 45.31±5.20, 

물세안 후 43.84±5.60, F/C세안 전 45.52±6.23, 

F/C세안 후 40.44±5.80, 인삼cp비누 사용 전 

41.49±5.56 인삼cp비누 사용 후 39.98±5.80으로 나

타나 F/C세안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수분의 감소를 나

타내었다. 

p<0.001 ***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moisture after F/C

washing

Fig 6. Moisture change 

4. 고찰

클렌징은 피부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피부의 표면은 각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각질층은 각질

세포의 주기적인 각화과정을 통해 조절되며 각화과

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층이 두꺼워지거나 각질 탈

락이 가속화되어 표면이 거칠어지게 된다. 올바른 

클렌징을 통하여 피부각질 및 모공의 노폐물을 깨끗

이 제거해 주어야 피부에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

를 맑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30-2].

이를 위해서 자신의 피부유형에 적당한 클렌징 제품

의 선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33].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여성은 복합성피부인 경우가 

많고,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지성 피부가 많으며 연

령이 증가하면서부터는 건성피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복합성 피부의 경우 특징으로는 T-zone 

부위에는 유분기가 많고, U-zone부위는 건조하여 당

기면서 눈가에는 잔주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연령의 증가, 기온변화, 피부에 맞

지 않은 화장품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T-zone, U-zone 각 부분의 상태에 따라 보습과 피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성피부는 유

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며, 특징은 피부결이 거칠고 각

질층이 두꺼우며 모공이 넓고, 높은 기온이나 외부 열, 

햇빛 등의 원인에 의한 색소침착이 빨라진다. 모공 속

의 과다한 각질 및 피지를 제거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성피부의 경우 세안으로 인한 

수분손실이 많게 나타나므로 비누와 물세안은 금하도

록 하며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35].

세안제는 그 제형과 유효 성분에 따라 피부 수분유

지와 각질 제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안제인 클렌징 폼의 경우, 이중 

세안 시 적합한 제형으로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거품

을 형성한다[36]. 계면활성 대사물질은 피부에 잔류하

여 피부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 등의 천연보습인

자(NMF)를 제거하고 피부세포의 단백질 변성을 유발

함으로써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37]. 

합성 세안제와 비교하였을 때 천연비누는 합성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성 지방 대신 순수 식물

성오일을 사용하며, 방부제나 경화제, 색소, 향료 등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는 봄·가을 계절에 따른 西施玉

容散cp비누의 효능변화가 있음[7]을, 西施玉容散 cp비

누를 이용하여 얼굴모공 축소효과가 있음[8]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西施玉容散 약재를 넣지 않은 상태의 베이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5호211

스오일로만 제조한 숙성비누와 西施玉容散 약재를 넣어 

제조한 한약숙성비누를 사용하여 효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西施玉容散 한약재의 유의한 효능이 있음[9]을 보

고한 바 있다. 

인삼의 경우, 중국‧미국‧캐나다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

으며 독일, 벨기에,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재배에 성공

하는 등 여러나라에서 인삼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산물로서,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

며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수출상품 중의 하나로 자리메

김하고 있다. 인삼 재배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

었고 A.D. 1500년-1600년 경 조선시대에 인삼재배 기

술이 확립되었으며 가삼재배는 A.D. 1790년 경 전국으

로 확대되었다고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13]. 인삼

의 효능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에 주보오장(主補五臟) 안정신(安精神) 정혼

백(定魂魄) 지경계(止驚悸) 제사기(除邪氣) 명목(明目) 개

심(開心) 익지(益智) 구복(久服) 경신(輕身) 연년(延年)”

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13]. 동의보감에

서는 오장의 기운을 보태주는 대표적인 보기약으로써 

정신을 안정시키고 심기를 잘 통하게 하며 장기복용하

게 되면 살결이 윤택해진다고 하였다[14]. 

근래 인삼 Saponin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장품에 

첨가 시판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력수출품목이 되

었다. 인삼의 피부미용에 대한 연구로는 이[23], 김

[24], 조[25], 도[26], 김[27], 김[28]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세안비누의 제작과정에 인삼을 첨가하여 

저온숙성시킨 후 그 효능을 임상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삼cp비누의 세안 전·후 효능을 비교연구하기 위

하여 50명을 대상으로 피부상태를 3회에 걸쳐 검사하

였다. 1차에서는 물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2차

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폼클렌징 (F/C) 세안제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3차에서는 인삼

cp비누를 이용한 세안 전·후의 피부변화상태를 검사

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가 18명 

(36.0%), 여자가 32명 (64.0%)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6명 (12.0%), 30대 6명 (12.0%), 40대 8명 (16.0%), 

50대 15명 (30.0%), 60대 7명 (14.0%), 70대 8명 

(16.0%)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였으나 50대 이

후 고연령층이 60%로 나타났다. 피부타입은 복합성 32

명 (64.0%), 유분부족 11명 (22.0%), 중성 7명(14.0%)

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높은 만큼 T존 부위가 지성인

데 반하여 U존 부위는 건성인 상태가 많았다.

안면분석 검사 결과 T존 유분의 수치는 물세안 전 

1548.27±1191.964, 물세안 후 1564.86±1456.519, 

F/C세안 전 1219.53±960.48, F/C세안 후 1057.84±807.73,

인삼cp비누 사용 전 1354.78±1301.27, 인삼cp비누 사

용 후 1169.76±970.94로 나타났다. 폼세안과 인삼

cp비누 세안시 T존 유분의 수치가 감소하였으나 유

의성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본 시험의 경우 50대 이

상 대상자가 60%였으며 복합성 피부 타입이 64%인 

점을 감안했을 때 폼세안과 인삼cp비누 세안시 지성

부위인 T존 유분을 감소시킨 것은 긍정적인 반응으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U존 유분은 물세안 전 

583.06±647.915, 물세안 후 496.143±546.593, 

F/C세안 전 351.96±407.28, F/C세안 후 

319.18±409.17, 인삼cp비누 사용 전 381.82±508.36,

인삼cp비누 사용 후 360.62±507.07로 나타나 물 세

안에 있어서 유의한 유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U존 

특히 뺨, 눈가부위가 건조하게 나타나는 복합성 피

부에서 U존 유분이 감소하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하

게 만들어 주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세안의 경

우 유의성 있는 유분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복합

성타입의 대상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사료

된다. 인삼cp비누 세안 후 당김증상이 덜 하다는 대

상자들의 표현이 많았는데 이는 유분의 급격한 감소

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공의 크

기는 물세안 전 3.61±0.46, 물세안 후 3.53±0.47, 

F/C세안 전 3.67±0.42, F/C세안 후 3.46±0.36, 인

삼cp비누 사용 전 3.55±0.42, 인삼cp비누 사용 후 

3.44±0.42으로 나타나 물세안, 폼클렌징 (F/C)세안

제, 인삼cp비누 사용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모

공크기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F/C세안, 인삼cp비누

세안에 있어서는 물세안의 경우보다 모공의 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안 장소, 

물의 온도, 타월 등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

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세안제의 작용이 모공의 크기

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색소침착은 물세

안 전 3.76±1.59, 물세안 후 3.60±1.56, F/C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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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74±1.54, F/C세안 후 3.40±1.36, 인삼cp비누 

사용 전 3.63±1.54 인삼cp비누 사용 후 3.25±1.33

으로 나타나 물세안, 폼클렌징 (F/C)세안제, 인삼cp

비누 사용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 있는 색소의 감소

를 나타내었으나  물세안보다 F/C세안과 인삼cp비

누 세안에 있어서 색소침착을 확연히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수분은 물세안 전 45.31±5.20, 물세안 

후 43.84±5.60, F/C세안 전 45.52±6.23, F/C세안 

후 40.44±5.80, 인삼cp비누 사용 전 41.49±5.56 

인삼cp비누 사용 후 39.98±5.80으로 나타나 F/C세

안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수분의 감소를 나타내었

다. F/C세안과 인삼cp비누 세안에 있어서 거의 유사

하게 모공감소와 색소침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

으나 F/C세안의 경우 급격한 수분의 감소를 유발하

므로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안 직후 얼굴 피부의 당김 증상을 많

이 호소하는데 이는 세안제에 첨가되어 있는 합성계

면활성제의 작용으로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

지 등의 천연보습인자(NMF)가 제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인삼저온 숙성비누를 사용하여 세

안하였을 경우 급격한 수분의 감소 없이 모공을 줄

여주고, 색소침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세안

으로 인하여 피부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시험은 피부의 변화상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생활패

턴, 술, 담배, 피로, 스트레스 등을 제거하고 순수한 세

안제만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세안과 시중 판매

제품인 폼클렌징 (F/C)세안제를 사용한 대조군을 설정

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

들이 참여하였으나 지역적 한계를 지닌 크지 않은 집단

에 대한 소규모 연구조사이므로 결과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여 보다 보편적인 결

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5. 결론

본 시험에서는 인삼cp비누의 세안 전·후 안면피부의 

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5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

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물세안과 F/C세안의 대조

군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물세안의 경우 U존에서 유분의 유의성 있는 감소

가 나타났다. 

2. F/C세안과 인삼cp비누 세안의 경우 모공크기를 유

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3. F/C세안과 인삼cp비누 세안의 경우 색소침착을 유

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4. F/C세안의 경우 수분이 손실이 유의성 있게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세안의 형태에 있어서 물세안의 경우  U

존 부위의 유분을 감소시키므로 복합성 피부의 경우 뺨

이나 눈가 등에 주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고, F/C세안의 경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안 후 

피부의 수분손실이 크므로 부적합하다. 인삼cp비누의 

경우 수분 손실의 부적합 사유가 없으면서 모공과 피부

색소변화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사용하기에 적합

한 세안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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