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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clinical trial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cosmetics containing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

Orostachys japonicus A. Berger Complex Extract (FRO) on acne skin improvement. The result is as follows: After 6 weeks of using

FRO cosmetics, it was confirmed that acne comedones, papules, and pustule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in acne status with the KAGS grade,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from M = 2.07 before the experiment to M

= 1 after 6 weeks. In addition, the results of acne improvement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2nd week (p<.01), 4th

week (p<.04), and 6th week (p<.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ne

improvement effect of expert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2nd week (p<.001), 4th week (p<.001), and 6th week (p<.0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 Orostachys

japonicus A. Berger complex extract (FRO) can be useful as a functional cosmetic because it has the effect of improving acn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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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

강한 피부유지를 위해 천연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

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

한 항산화 성분을 활용한 항산화, 항균, 항염, 항노화 등의 관한

피부 생리활성 효능이 알려지면서 천연 추출물은 화장품 소재

로 부각되고 있다(Ann et al., 2004). 

여드름은 미용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어 심리적 불안감, 사

회생활의 거부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면포, 구진, 결절등의 다양한 병면

이 피지분비가 많은 볼, 이마, 콧주변, 목, 가슴등에 나타난다.

여드름의 원인 중 하나로 피부 상재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로 알려져 있다(Ayer & Burrows, 2006). P. acnes.가 분비

하는 리파아제와 leukocyte chemotatic 인자들이 피지를 지방산

으로 분해하고 모낭벽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형성하게 되며, 이

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염증반응

을 유도하여 피부에 구진, 농포, 낭종, 결절 및 반혼(scar)을 형

성하게 한다(Layton, 2006). 여드름 치료에는 피지 생성을 억제

하는 항안드로겐제를 비롯한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및 레티노

익산의 비타민 A 유도체를 이용한 방법, Benzoyl peroxide,

Clindamycin, azelaic acid 및 Sodium sulfacetamide 등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제들의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bster & Grabger, 2008). 따라서 치료

제들의 부작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최근에는 여러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찾거나 기존

약제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Swanson, 2003).

천연 물질인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는 옻나무과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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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낙엽활엽수로 인체에 유효한 활용 소재로써 다량의 항산

화물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옻의 항산화작용 및 항균활성

을 이용한 드링크 음료들이 시판되고 있으며(Kim et al., 1999),

옻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고, 특히 flavonoid 성분의 항균작용과 수액의 우루시올

(urushiol) 성분에 대한 항산화 작용 및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Hong et al., 2000). 옻의 페놀성 물질인

우루시올은 피부 allergy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독성을 제거한 발효 옻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의학, 약학, 식품학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일반적인 옻

나무 추출물에 비해 발효 옻 추출물이 항염 효과와 MMP-1 발

현 노화 억제와 멜라닌 생성 억제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기

도 하였다(Kim & Kim, 2015). 이처럼 발효 천연추출물의 항산

화증진 및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Yang &

Lee, 2020; Lee, 2017; Kim et al., 2013) 음료, 식품, 식품첨가제,

세정제품(비누), 두피제품(염색제), 천연염색염료 등의 활용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옻의 항산화, 항염, 항노화,

미백 등의 효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한 임상실험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와송(Orostachys japonicus A. Berger)은 돌나물과(Crassulaceae)

의 다생 초본식물로서 무기질 등의 기본 영양성분을 비롯해 와

송의 항산화와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성분은 8~10월에

채취한 와송에서 높게 나타난다(Choi et al., 2008). 한방에서는

청열, 해독, 이습, 지혈, 소종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서 암의 치료제로 이용되었다(Lee,

2015). 와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Joung(2016)의 와송 추출물

의 생리활성 및 임상적 효능 연구에서는 항산화, 항멜라닌, 항

염증, 항노화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Park et al.(2010)

은 와송의 항염 활성물질인 β-sitosterol 이 관절염 등의 다양한

염증질환을 대상으로 주요 염증 매개물질들의 생성이나 활성

을 억제할 수 있는 염증질환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천연소재로써 생리활성을 조절 및 항염 효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고들빼기, 돌미나리, 메밀, 톳, 생강 혼합 열수 추

출물의 마우스 면역세포 활성 효과(Ruy et al., 2008), 백수오,

우엉, 마 추출물 혼합비율에 따른 혈관부착인자 VCAM-1의 발

현억제 효과(Cho et al., 2016), 와송과 한약재 복합물의 in vitro

생리활성 평가(Lee et al., 2012),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드름

효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옻나무추출물과 한방성분을 이용한

항균 소재 개발 연구(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ort, 2012),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Tea Tree(Seol, 2010), 발아

콩 및 목련박피 혼합추출물(Ruy, 2007), 오미자·솔잎의 효과

(Seong et al., 2003), 화피추출물 복합제(Park et al., 2013) 등이

있다. 

요즘 국내 대형 화장품회사는 천연소재 원료를 사용한 발효

화장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발효 화장품은 일상생활에

서 먹는 발효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

능을 화장품에 도입한 것이다. 화장품에서의 발효는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효균을 제거하는 동시에 효소 외에 유

효성분들을 함께 추출함으로써 기존 효소 하나만의 갖는 효능

을 배가시키고 함유 성분들을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한다.

천연 원료들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 영양소가 증가하고. 아미노

산류, 비타민류, 각 종 기능성 물질이 생성되고 합성되는 과정

에서 영양소의 파괴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발효 산물들은 효

모가 먹고 배설한 물질이므로 분자구조가 작아져 피부에 흡수

가 용이하다(Kim, 2008). 이는 보통 화장품의 경우 마이크로미

터나 발효화장품의 경우 30~70나노미터가 되어 흡수력이 최상

이 된다(Kim, 2011). 이렇게 천연 발효방식으로 만든 화장품은

피부에 세포활성, 항산화, 항균, 주름개선, 보습, 피부결개선 등

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Kim & Mo, 2012).

최근 들어 단일 천연소재보다 성분과 기능이 검증된 천연 복

합물에 활용이 증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인체 생리활성 대한

연구로 화장품 소재로 활용가능성은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실

제 화장품으로 제품화되어 여드름 개선에 대한 임상적으로 효

능평가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연구자는 발효옻이 항산화,

항염, 항노화 효능 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화장품 개발과 실제 활용에 대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알레르기를 유발인자인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발

효옻과 와송 복합추출물이 함유된 여드름용 화장품을 제조하

여 임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여드름 피부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 Orostachys japonicus A. Berger Complex Extract)

의 제조

발효옻은 주)옻가네 제품으로 우루시올이 제거된 참옻발효

진액으로(무독화 옻나무 추출발효물 특허 제10-1089176호) 가

공되어 시판되는 것을 사용하였고, 와송은 김천 와송영농조합

에서 2020년 재배된 와송으로, 잔류농약 검사와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을 인증 받은 것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와송 추출액

은 70% 발효에탄올 추출물로 발효옻과 와송을 1:1 비율로 혼

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임상시험과 시제품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은 30브릭스 농도로 제조한 것을 사용

하였다. 

2) 화장품 제조 

임상 실험을 위한 FRO가 10% 함유한 토너, 로션을 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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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군에 사용하였고, FRO가 함유되지 않은 동일 성분의

로션을 조제하여 대조군에 사용하였다. 제조된 화장품은 4주

동안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과, 용기적합성, 물리적

성상변화, 이물질 형성 및 균등성, 향취, 색상과 pH, 점도 등을

관찰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안정성 실험

결과 토너의 컬러는 Transparent Brown이며 pH은 5.5 ± 0.5(실

온), 점도는 20 cps ± 15(25oC)로 나타났으며, 로션의 컬러는

Light yellow이며 pH는 6.0 ± 0.5(실온), 점도는 5,000 cps ±

3,000(25oC)로 나타났다(Table 1, 2). 이 실험에 사용되는 화장

품제조 배합비율은 Table 3, 4와 같다.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실험군(FRO 첨가된 화장품 그룹-13명)과 대조군

(FRO 무첨가된 화장품 그룹-13명)을 대상으로 연구 취지에 동

의한 10~20대 남·여 26명을 최종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6주 동

안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원자와의 면담을 통

해 선정기준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선정제외기준은 여드름이 있더라도 실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형제를

Table 1. Stability test of FRO formula - Toner 

Testing

Condtion
Paramenters START

1

week

2

week

3

week

4

week

Room 

Temperature

(20∼30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pH(25oC) 5.44 5.40 5.35 5.42 5.40

Viscosity(25oC) 10.62 12.54 11.42 13.08 11.68

40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4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Cycling
(40~4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Table 2. Stability test of FRO formula - Lotion

Testing

Condtion
Paramenters START

1

weeks

2

weeks

3

weeks

4

weeks

Room 

Temperature
(20~30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pH(25oC) 6.14 6.04 6.13 6.08 6.10

Viscosity(25oC) 6.310 5.990 6.100 6.030 6.010

40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4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Cycling
(40~4oC)

Appearance Pass - - - -

Color Pass - - - -

Odor Pas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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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사용한 자, 동일한 실험에 참가한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피부 미백효과를 위한 의약품 또는 식품을 섭취

한 자, 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실험에 부적합하다고 사료

되는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기준은 국내 5개 의과

대학 의료진이 여드름 사진을 토대로 연구 분석한 한국형 여드

름 분류법인 “KAGS(Korean Acne Grading System)”을 이용해

서 1~6등급을 기반으로 선정하였다(Fig. 1).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연

구대상자 자의에 따라 ‘IRB에서 승인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임상실험 전 제조된 FRO 로션

에 대한 실험자의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발생 여부의 안정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자의 상완의 안쪽에 0.5 mL의 로션을

사용하여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15분 경과 후 이상증상

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다(IRB, EU19-83). 

3. 연구 방법

1) 육안평가와 피부측정기를 이용한 분석

본 연구의 실험 방법은 임상 집단의 결과에 대한 변이를 최

소화하기 위해 무선배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실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3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여드름 기초화장품 스킨, 로션을 제공하여 아

침, 저녁으로 1일 2회, 총 6주간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2주

차, 4주차, 6주차 변화를 육안평가와 피부측정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화농성, 여드름개수, 홍반 정도는 Jo(2015)의 선

Table 3. Prescription manufaturing toner to improve acne

INGREDIENT CONTENT(%)

A Part

Water 85.330

FRO 10

Chlorphenesin 0.2

Allantoin 0.1

Trehalose 0.1

Carbomer 0.1

B Part

Glycerin 3.5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0.3

Phenoxyethanol 0.25

Lavandula angustifolia oil 0.02

C Part Arginine 0.1

Total 100 (%)

FRO;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 Orostachys japonicus A.
Berger Complex Extract

Table 4. Prescription manufaturing lotion to improve acne

INGREDIENT CONTENT(%)

A Part

Water 74.660

FRO 10

Glycerin 6.0

Trehalose 0.5

Allantoin 0.3

Chlorphenesin 0.2

Carbomer 0.2

B Part

Cetyl alcohol 1.25

Olivoyl hydrolyzed wheat protein 0.3684

Cetearyl alcohol 0.2760

Glyceryl oleate 0.2760

Glyceryl stearate 0.24

Potassium sorbate 0.0012

Sodium benzoate 0.0024

Potassium hydroxide 0.0360

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 1.0

Prunus amygdalus dulcis (sweet almond) 
oil

1.0

Caprylic/capric triglyceride 1.0

Dimethicone 1.0

Octyldodecanol 0.4

Dicaprylyl carbonate 0.4

Tocopheryl acetate 0.3

beeswax 0.1

C Part Arginine 0.2

D Part
Phenoxyethanol 0.25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0.040

Total 100 (%)

FRO;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 Orostachys japonicus A.
Berger Complex Extract

Fig. 1. Standard Photo Set for KAGS 

(a:Grade 1, b:Grade 2, c:Grade 3, d:Grade 4, e:Grade 5, f:Grad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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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 실시한 VES(Visual Erythema Scoring) 평가를 도입

하여 5년 이상 경력의 피부 전문가가 육안평가를 실시하였다.

여드름 상태변화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 화장품 사용 전

과 사용 후를 확보된 임상사진을 개개인별, 주차별로 육안 관

찰 평가를 하였다. 사진촬영은 안면의 볼, 이마, 턱, 코 중 여드

름이 가장 심한 부위 좌우 7 cm 범위를 설정하였고, 화농성, 여

드름 갯수, 홍반에 대해 KAGS(Korean Acne Grading System)”

을 이용해서 1~6등급으로 체크하였다.

2) 여드름 개선 만족도 및 개선효과 평가

여드름 개선 만족도는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

며, 여드름 개선효과 평가는 피부전문가의 객관적인 관찰지표

로 화농성, 홍반, 여드름갯수 등에 관해 실험군(FRO 첨가한 화

장품 그룹)과 대조군(FRO 무첨가 화장품 그룹)을 대상으로 6

주간의 최종 참가한 남·녀 26명에게 여드름 개선 만족도에 대

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5점 매우개선(Much

improved), 4점 개선(Improved), 3점 보통(Usually), 2점 그대로

(No change), 1점 더 심함(Worse)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과 통계 

본 연구는 실험군(FRO 첨가한 화장품 그룹)과 대조군(FRO

무첨가 화장품 그룹)을 대상으로 여드름 개선 만족도와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육안평가인 여드름 개선 만족도와 개선 효

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2주차, 4주차, 6주차에 리커트(Likert) 5

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평

균 ± 표준편차(M ± SD)로 표기하였으며 측정 분석은 SPSS v.

21.0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aired-t-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수준은 p<0.05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여드름 피부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 

1) 전문가의 육안적 관찰평가 

실험군(FRO 첨가한 화장품 그룹)과 대조군(FRO 무첨가 화

장품 그룹)의 실험 전, 2주차, 4주차, 6주차 사용 후 여드름 개

선 정도를 육안적 관찰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실

험군인 A-D의 경우 실험 전 면포와 구진 등이 6~12개, 농포

3~6개 분포되어 있었으나 6주 후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농포의 경우 실험자 모두 나타나지 않고 면포

와 염증이 줄어들어 피부색과 결이 안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조군 a-d 경우는 면포, 구진, 농포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

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이는 발효 옻 추출물의

뛰어난 항염 효과(Kim & Kim, 2015)와 와송 추출물의 생리활

성 및 임상적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Jung, 2015)를 뒷받침한

임상적 결과라고 사료된다.

2) 여드름 상태변화 분석 

실험군(FRO 첨가한 화장품 그룹)과 대조군(FRO 무첨가 화

장품 그룹) 간의 실험 전, 후 여드름 상태변화를 KAGS 등급으

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실험 전 2.07 ± 1.18 등급, 2주차

에 1.38 ± 0.76 등급, 4주차와 6주차에 1 ± 0 등급으로 감소하여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경우 또한 실험전 2.07 ± 1.03

등급, 2주차에 1.92 ± 0.75 등급, 4주차 1.61 ± 0.76 등급으로 다

소 호전되었으나 6주차에 1.76 ± 0.83 등급으로 6주차에 다시

증가 현상을 보였다(Table 6). 이는 Kim & Mo(2012)의 연구에

서 6주 사용 후 발효함초 화장품 사용군이 함초 화장품 사용군

Table 5. Comparison of acne photos at 2 weeks, 4 weeks and 6 weeks before the experiment(n=8)

Case
(Age/Sex)

Experimental Case
(Age/Sex)

Control

0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0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A. 
(20/F) 

a. 
(20/F)

E. 
(22/F) 

b. (25/M)

C.

 (21/M) 
c. (19/M) 

D. 
(16/F) 

d.
 (17/F) 

Table 6.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acne condition

Experimental(n=13) Control(n=13)

0 weeks
M SD M SD

2.07 ± 1.18 2.07 ± 1.03

2 weeks 1.38 ± 0.76 1.92 ± 0.75

4 weeks 1 ± 0 1.61 ± 0.76

6 weeks 1 ± 0 1.76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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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면포와 구진이 감소하고 피부톤이 맑아져 여드름 피부 개

선효과가 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일반화장품에 비해 발효옻·와송추출복합물 화장품이 여드름

개선에 효과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ang & Ann(2012)

의 35가지 한방약재와 천연허브오일 등의 천연소재를 발효 건

조한 복합성분효소 파우더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안면 피부 관

리변화에 긍정적 역할과 여드름 피부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여드름 개선 만족도 및 개선효과 

임상실험 참여자가 지각하는 여드름 개선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주차 실험군은 M=3.92, 대조군은 M=3.27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고(p<.01), 4주차의 경우 실험군 M=4.23, 대조군

M= 3.69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04), 6주차 또한 실험군

M= 4.38, 대조군간 M= 3.77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1)

FRO를 첨가한 여드름 화장품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가 분석한 여드름 개선 효과는 2주차 실험군

M=4.08, 대조군 M=3.15(p<.001). 4주차 실험군 M=4.30, 대조

군 M=3.38(p<.001). 6주차 실험군 M=4.38, 대조군 M=3.38

(p<.001)로 나타나 에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FRO를 첨가한 여

드름 화장품이 여드름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하였다(Table 7). 이는 Kim(2015)의 발효 옻 추출물의 연구에서

옻나무 추출물에 비해 발효 옻 추출물이 항염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Park et al.(2010)은 와송 추출물이 염증 매개물질들의

생성이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FRO를 첨가한 여드름 화장품은 여드름의 염

증 및 화농상태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의 함유 화장품의 여

드름 피부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드름피부 10-20대

남녀 26명을 대상으로 토너, 로션을 조제하여 안면피부에 아

침, 저녁으로 1일 2회, 총 6주간 사용하게 하고 여드름 개선 정

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른 임상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드름 개선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육안적 관찰평가 결

과 실험군은 6주 후 면포, 구진, 농포 등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농포의 경우 실험자 모두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대조군은 면포, 구진, 농포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

적으로 남아 있음이 관찰되었다. 

둘째, 임상실험 전, 후 여드름 상태변화를 KAGS 등급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실험전 M=2.07에서 6주 후 M=1,

대조군은 실험전 M=2.07에서 6주 후 M=1.76으로 나타나 실험

군이 여드름개선이 더 호전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FRO가 함유된 로션과 스킨의 임상실험결과 육안평가

인 화농성, 여드름개수, 홍반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여드름 개

선 만족도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2주차(p<.01), 4주차

(p<.04), 6주차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또

한 전문가의 여드름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2주차 (p<.001), 4주차(p<.001), 6주차(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의 함유 화

장품이 여드름 개선 만족과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위의 연구 결과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 함유 화장품

사용은 전문가의 육안적 관찰 및 실험자의 주간적 평가에서 여

드름 피부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여드름용 기능

성 화장품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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