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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화 및 피부 주름 관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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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aging is a natural phenomenon.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kin aging. The internal factor of

skin aging is from the wearing down of the body over time. The external factors are more noticeable from habits such

as smoking, excessive alcohol, malnutrition, and extended exposure to UV rays. Completely stopping skin from aging

is impossible but one can slow down and treat external signs of skin aging. In western medicine, the following methods

are used to reduce the appearance of skin aging: applying lotions and creams containing ingredients such as fruit acid,

antioxidants, plant exracts, depigmentation, moisturizer, retinoids, and sun block; botulinum toxin injections; chemical

peels, laser and other painful methods remove the top layer of skin to promote new skin growth; fillers are injected

to increase soft tissue growth; surgery. In oriental medicine, the following methods are used: acupuncture into facial

muscles which stimulates acupuncture point; applying topical treatments and cosmetics containing herbs are effective

of preventing skin aging and wrinkles. Above all thing, medicine that helps maintain essence and blood in the skin can

be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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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태어나면서부터 노화의

길로 들어선다. 노화의 과정은 신체의 전기관에서 일어나는데 피

부 역시 나이를 먹음에 따라 노화가 진행된다1). 피부 주름은 노

화된 피부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증상으로 노화된 정도를 가늠

할 때 흔하게 기준이 되는 피부 양상이다2). 최근, 생활수준이 나

아지고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피부 노화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지만 피부 노화 및 그의 대표 증상인 피부 주름을 억제하고 늦

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精血의 虧虛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하고 있으며, 피부의 노화 역시 이러한 원인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黃帝內經>의 관점에서 노화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陰精의 소모와 함께 진행하며, 그 기전은 陰精의 소모로

인해 陽氣가 虛火로 변하여 위로 치뜨고 이를 따라 血氣의 운행

에 이상이 생겨 신체의 氣가 下虛上實한 상태로 변천해가는 것

이다3). 즉, 노화로 인해 체내에 진액이 부족해지고 진액이 부족

해짐에 따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지는 등 피부 노화가 발생

한다.

피부 노화 및 피부 주름에 대한 이론들을 알아보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본 론

1. 피부 노화의 이해

1) 연대학적 노화와 광인성 노화

피부 노화는 태양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연대학적 노화와 태양광선의 노출부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

가 연대학적 노화와 복합되어 발생하는 광인성 노화로 구분된다
1). 광인성 노화는 연대학적 노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

나, 만성적 일광 노출에 의한 광인성 노화는 일광 비노출 부위에

서는 관찰할 수 없는 임상 및 조직학적 변화를 보이며 연대학적

노화에 부가되어 나타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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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성 노화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두꺼워

지는 반면 연대학적 노화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얇고 매끄러워진

다. 이 밖에도 광인성 노화에서는 연대학적 노화와는 다르게 깊

은 주름이 생기고 이완, 얼룩진 과색소 침착과 저색소침착, 모세

혈관확장, 자반, 가성반흔 등이 나타난다5). 이외에도 연대학적 노

화와 광인성 노화는 여러 가지 임상양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Table 1)4).

Table 1. 연대학적 노화와 광인성 노화의 비교

임상양상 연대학적 노화 광인성 노화

피부결 매끈함 거칠고 두꺼워짐

주름 가늘고 얕은 주름 거칠고 깊은 주름

표피 얇아짐 두꺼워지다가 얇아짐

탄력 섬유 정상 또는 다소 증가 현저히 증가, 변성

유두 진피의 Grenz Zone 없음 있음 (일광탄력섬유증)

미세 혈관구조 중등도의 감소 현저한 감소, 모세혈관확장

피부 종양 양성 악성

광인성 노화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은 자외선이다. 자외선

은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자외

선 A는 피부에 대한 자극이 미약하여 자외선 B보다는 피부에 해

가 적지만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기미나 검버섯 등의 색소 침착

이 일어나고 피부노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자외선 B는 피부에 강한

자극을 일으켜 일광화상이나 피부암을 쉽게 일으키지만 유리를

투과할 수 없어 실내에서는 안전하다. 자외선 C는 X선과 근접한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발암성이 매우 높지만 오존층에 의해 모

두 차단되므로 별도로 차단해야할 필요는 없다6).

2) 피부 노화의 원인
7)

(1) 피부 노화의 내인성 요인(Intrinsic factor)

피부 노화의 내인성 요인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을 말한다.

유전적 요인은 피부 세포 및 조직의 구조 및 변화를 결정한다.

이러한 내인성 요인은 결정적이며 조작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

다. 피부노화의 내인성 요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하는 항목

은 Telomere라는 구조이다. Telomere는 진핵세포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구조물로, 세포 단계에서의 세포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가 생리적으로 노화 될수록 Telomere는 짧아지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 수명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Telomerase라는 효소는 Telomere의 길이를 연장하는 기능을 가

진 효소 인데, 보통 세포에서 발현이 안되지만, 암세포의 85-90%

에서는 발현 되고 있다. 특징적으로 표피 세포는 Telomerase를

발현하는 몇 안되는 재생조직중 하나이다. 52개의 정상 인체 표

피 표본과 혀의 표피의 48개 표본를 분석한 결과, Telomere의 단

축은 조직의 탈락률에 영향을 줌으로서 피부 노화와 관련이 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Telomere가 피부노화에 내인적인 주요

한 요인임에도 Telomerase를 목표로 하고 있는, 피부 관리 용품

이나, 약물이나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고 있다.

(2) 피부 노화의 외인성 요인(Extrinsic factor)

피부 노화의 외인성 요인은 외부에서 유래된 요인으로 불가

피한 요인이 아니고, 얼마든지 예방 가능하고 피할 수 있는 요인

이다. 흡연, 과도한 음주 섭취, 영양부족, 햇빛에 만성적인 노출

등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외인성 요인에 속한다. 이러한 외

인성 요인 중에서 만성적인 햇빛 노출이 피부노화(특히, 안면 피

부노화)에 미치는 비중은 80%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9).

3) 피부 노화와 임상증상
2,10)

(1) 표피에서의 노화현상

나이가 들면서 세포 생산이 둔화된다. 피부 재생이 둔화되면

피부 안색이 활기가 없어 보이고 메말라 보인다. 각질형성세포의

케라틴 합성이 감소되며 각질층의 케라틴층과 자연보습인자들인

필라그린, 케라토히알린 입자 그리고 여러 효소가 감소되며 각종

효소들의 결핍으로 인해 탈수현상이 심해지고 죽은 각질세포들

은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다. 각질층의 수분 결핍

현상이 심화되며 세포외 기질의 감소로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의 수분의 이동 현상이 둔화된다. 피지 생산의 감소로 산성보호

막 또한 부실해진다.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세포는 10년마다 대략

10∼20% 정도씩 감소하는데 노화된 피부가 멜라닌 색소를 생산

할 때는 색소의 성숙과 분산이 고르게 되지않아 피부톤이 불규

칙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 보인다.

(2) 진피에서의 노화현상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본 버팀목

의 역할을 하는 섬유조직으로 된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경화되고

불용성이 된다. 콜라겐 단백질 분자와 피부에 탄성을 주는 탄력

섬유가 가교화 과정을 겪게 된다. 세포 사이 사이와 콜라겐과 탄

력섬유 등의 섬유질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기질(Ground

substance)이라고 하며,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한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물질들이 감소하여 피부가 쭈굴거

리게 된다. 이러한 기질 중 대표적인 것이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과 무코다당류(Mucopolysaccharides)들인데,

단백질과 탄수화물 성분들이 복합되어 있어 당단백질

(Glycosaminoglycans, GAG)이라 부른다. 노화가 진행되면 히알

루로니다제(Hyaluronidase)라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증가하

여 진피에서의 히알루론산의 양은 정차로 감소하게 된다.

(3) 피부부속기의 노화현상

① 모피지 모낭

노화가 진행되면 여성호르몬의 감소와 더불어 견제의 대상

이 없어진 Testosteron이 자유롭게 피지선에 작용하여 피부에 기

름 분비를 촉진시키고 모공의 입구를 넓어지게 한다. 하지만 전

체적으로 피지 생산은 감소된다. 피지선에서 생산된 피지는 약산

성으로 피부 각질층의 pH를 대략적으로 5.5 정도를 유지하게 한

다. 피지들은 산성 보호막의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각질층의 수

분들이 탈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감소된 피지와

이로인한 산성 보호막의 결손으로 외부로의 탈수현상이 증가되

면서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건성으로 바뀐다.

② 한선

에크린한선의 경우 크기와 숫자들이 감소하여 피부를 건성

으로 만든다. 땀샘에서 분비된 각종 천연 보습 인자 성분들인 락

틱산, 요소, Sodium PCA, 미네랄들, 미량원소 등도 감소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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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포크린한선의 경우 직접 피부표면에 열려있지 않고, 모낭

을 통하여 땀을 분비하는데 노화에 따라 아포크린한선들의 분비

기능도 감소되지만 에크린한선보다는 손상의 정도가 덜하다.

(4) 피부의 주름 현상

주름살의 시작은 진피의 노화에서부터 진행되는데,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위인 유두층의 굴곡이 점점 펴지며 탄력섬유인 엘

라스틴 섬유와의 부착력을 잃게 되고 엘라스틴의 구조가 변화되

고 피부는 늘어지면서 주름이 접히게 된다. 한 개의 주름살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늘어진 피부가 필요하다. 노화 과정중에 피부는

늘어지게되고, 장기간에 걸쳐 확실한 물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게 된다.

4) 피부 노화와 활성산소

노화의 이론 중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론은 활성산소설에

의한 자유유리기설이다. 인체가 섭취한 산소의 약 95% 이상은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와 결합하여 물로 환원되지

만 2∼3%의 일부 산소가 불완전 환원으로 전자를 흡수하려는

Free radical 과정에서 세포의 파괴 작용을 초래하는데 이를 활성

산소(Active oxygen)라고 한다
11)

. 활성산소가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에 작용하면 지질과산화가 유발되고 최종산물인

Malondialdehyde(MDA)의 함량이 증가된다. MDA는 혈관벽 내

막에서 저밀도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을 화학적

으로 변형시키며, 변형된 저밀도지단백은 대식세포 내에서 콜레

스테롤을 새로이 합성하여 에스터가 침착되면서 포말세포를 형

성하는데 이러한 세포의 산화적 손상이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

므로 동맥경화, 간질환 및 각종 암 등의 질병을 초래하여 결국

노화와 유전적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노화

에 따라 생체에는 산화 물질인 활성산소(O2-, OH-), 산화질소

(NO), 과산화수소(H2O2) 등의 혈액 내 농도가 올라가게 되어 각

종 질환과 세포의 노화가 촉진된다13).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 활성산소가 지나

치게 많아지면 체내의 항산화 방어계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 단

백질, 지질, DNA와 같은 세포 성분이 손상 받게 되어 세포 기능

이 변질되어 궁극적으로 피부노화가 촉진된다. 또한, 활성산소는

결합조직을 손상시킨다. 활성산소는 교원질 대사에 작용하여 직

접적으로 교원질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콜라겐의 결핍을 초래하

게 된다. 활성산소는 히알루론산 사슬도 절단하는데 히알루론산

의 생물학적 역할 중 하나는 세포들 사이의 공간에서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일이다. 따라서, 히알루론산 사슬의 절단은 피

부 탄력감소와 피부 수분감소, 피부노화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4).

활성산소는 흡연,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피부병, 바이러스

감염 및 자외선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인자들 뿐 아니

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호흡과 소화의 과정 중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활성산소의 위협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로 인한 상해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항산화성 기전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를 보호한다14). 인체의 활성산소 및 산화 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력에 관여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체

내 항산화 효소계와 비효소 항산화 물질이다. 체내 항산화 효소

계에는 구리, 아연, 망간으로부터 생성되어 O2-를 제거하는 SOD

효소가 대표적이고, 철을 조효소로 하여 구성된 Catalase(CAT)

와 셀레늄을 조효소로 하는 Glutathion Peroxidase(GPX)는 H2O2

를 제거하는데, GPX는 손상된 세포를 원래상태로 수리 복구하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효소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만

들어지는 것과 체외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나눠진다. 체내

항산화 물질로는 금속결합 단백질인 Albumin, Ferritin,

Transferrin과 Glutathione(GSH), Uric acid, Bilirubin, 멜라토닌

등이 있으며, 최근 주목 받는 항산화 물질로서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여 에너지 대사 및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CoQ10조효소가 있다
13)

.

5)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노화 및 피부 노화

老化의 原因에 대해서는 크게 先天 稟賦不足과 後天 攝生失

調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精血의 虧虛를

老化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피부의 노화 역시 이

러한 원인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精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요소

로써, 水穀이 胃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 및 氣化作用을 거쳐 腎臟

에 精을 저장하며, 이 저장된 精은 다른 臟器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는 생명활동의 필수불가결한 營養物質이다. 血은 心․

肝․脾․肺․腎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生成되고, 생성 후에

는 인체의 皮毛, 骨肉, 臟腑에 榮養, 滋潤하여, 정상적인 생리활

동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精과 血이 충만하면 五臟六腑가

충실해서, 氣가 왕성하고 神氣가 충만하여 외부의 病邪에 강할

뿐만 아니라 老化를 지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精과 血이

부족해지면 血液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氣의 鬱滯와 瘀血의 발생

으로 五臟六腑와 조직을 滋養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외에도

臟腑, 骨肉, 九竅, 생식기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인체의 예비력과

자연회복력, 그리고 적응력이 떨어진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의하면 “年四十, 而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

聰明矣. 年六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

이라하여 40세 때부터 陰氣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노화의 증상

이 나타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15)

. <東醫寶鑑>에서는 “老因血

衰”라하여 노화의 원인을 血不足으로 여기고 있으며16) <醫學入

門>에서도 “老人 無非血液衰”라 하여 노화의 원인을 같은 관점

에서 보았다
17)

. <黃帝內經>의 관점에서 노화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陰精의 소모와 함께 진행하며, 그 기전은 陰精의

소모로 인해 陽氣가 虛火로 변하여 위로 치뜨고 이를 따라 血氣

의 운행에 이상이 생겨 신체의 氣가 下虛上實한 상태로 변천해

가는 것이다3). 따라서 노화의 각종 변화의 근원이 精血에 있고

연령에 따라 精血이 부단히 衰耗되는 것을 알 수 있다.

<素問·上古天眞論>
15)
에 따르면 臟腑 經絡의 盛衰와 관련하

여 여자는 陰이라 7數를 기준으로 남자는 陽이라 8數를 기준으

로 연령에 따라 출생, 발육, 성장, 성숙,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女子七歲腎氣盛... 五七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任脈虛, 太沖脈

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腎氣實...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六八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頒白. 七八肝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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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氣衰, 形體皆極. 八八則齒髮去.” 라

하여 陰精을 보관하고 있는 腎氣의 허실에 따라 성장과 노화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로본다면 여자는 35세, 남

자는 40세를 전후로 하여 노화의 기미가 나타나며 여자는 49세,

남자는 64세를 전후로 하여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피부 노화의 원인도 결국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다를

수가 없다. 精血의 虧虛로 인한 노화가 결국 피부 노화를 일으키

는 근본 원인이 될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手太陰氣絶 則皮

毛焦, 太陰者 行氣溫于皮毛者也 故氣不榮 則皮毛焦 皮毛焦 則津

液去 皮節傷 皮節傷 則爪枯毛折 毛折者 則毛先死”라 하여 체내

의 진액을 담당하는 太陰肺經에 이상이 생길 경우 피부가 건조

해지고 피부 부속기에 해당하는 모발 및 손발톱이 끊어지고 마

른다하였다. 즉, 이를 살펴보아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진액부족

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精血不足에서 유발될 수 있으며 진액을

운행시키는 太陰肺經의 이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2. 피부 노화 및 피부 주름의 관리

1) 서양의학적 관리

(1) Cosmetic theraphy(topical treatment)18)

① Alpha Hydroxy Acids(AHAs)

AHAs의 종류는 Citric acid, Malic acid, Glycolic acid,

Pyruvic acid, Lactic acid, Tartaric acid 등이 있으며 과일 산으

로도 불린다. 그들은 약용 화장품의 가장 일반적인 성분이다.

AHAs는 피부결을 부드럽게 개선하고 표피의 외부 층에서 손상

되는 세포를 빠르게 복구해서 노화된 세포의 수를 감소시킨다.

AHAs의 활동메카니즘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통

용되고 있는 가설은 AHAs가 킬레이트화되어 표피에 있는 칼슘

이온 농도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표피 각질 사이의 결합력

이 떨어져 각질이 분쇄되고 표피가 탈락되어 일종의 화학적 박

피가 유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피부가 재생되고 진피층에

는 Glycosaminoglycan(GAG)이 증가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

어지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등이 개선되며 피

부가 보다 탄력있어 보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AHAs에 의한 칼

슘 이온의 농도의 감소는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포

분화 속도를 느리게 하여 더 젊어보이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19).

② 항산화제

㉠ 항산화제의 효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은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Free radical이라고 할 수 있다.

Free radical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면, 이 Free radical은 세포

안의 각종 효소에 작용하여, Collagenase의 활성을 유도하거나

Apoptosis 과정을 유도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항산화

제는 UV나 세포의 생리적 대사 중에서 발생한 free radical의 발

생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항산

화제는 산소에 의해 세포질 수준에 일어나는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즉, 노화현상의 주요 인자인 산소에 의해서 자동 산

화되는 세포의 연쇄반응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노화

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쇄반응이 특히

활발히 일어나는 고온하에서나 햇빛이 비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적다. 또한 콜라겐의 소모로 인한 염증을 방지하며, 광자극에 의

한 피부손상과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항산화제인 Genistein과 N-acetyl cycteine을

사람 피부에 처치함으로써 UV에 의해 유도된 Collagenase의 생

성을 억제하여 피부의 광노화반응을 예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20)

. 또한 항산화제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 Vit C, E,

Carotenoid, Selenium, Proanthocyanidins 성분이 혼합된 구강

투여약을 먹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UV에 의해 유도된

MMP-1생성이 훨씬 적은 것으로 들어났다
21)

.

㉡ 항산화제 적용법

항산화제를 국소적으로 바르는 방법과, 구강 복용하는 경우

를 비교해 보면, 항산화제를 국소적으로 바르는 경우, 항산화제

의 농도가 피지부근에 증가하였고, 국소적으로 바른 것 외에도

구강 복용을 함께한 경우, 피부각질층에서 항산화제의 농도가 높

았다
22)

.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는 광노화 방지 측면에서, 국소적

으로 바르는 산화제와 구강 복용하는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주요 항산화제

․ Coenzyme Q : 보효소 Q10 또는 유비퀴논은 모든 세포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용성 산화 방지제이다. 이 항산화 물질은 에너

지 생산에 일조하는 전자 수송 사슬계(Electron Transportation

Chain)의 한 부분으로서, 항Apoptotic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 물질은 물고기, 조개류, 시금치 및 견과류에 많

이 들어 있다. 피부의 다른 중요한 성분과 같이, 보효소 Q10은

동물과 인간에서 노화됨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 UV는 표피와 진

피층에서 비타민 C와 E, 글루타티온 및 보효소 Q10 감소시키는

데, 보효소 Q10는 항상 피부에서 고갈되는 첫번째 항산화제다
7)

.

․ Polypodium Leucotomos(PL) 추출물 : 열대 양치류인 PL

추출물은 매우 효과적인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정상적인

건강한 표본에서 뿐만 아니라 Psoralen-UVA (PUVA) 처리를 받

는 표본에서, PL추출물을 구강 복용한 군에서 광독성이 감소하

였다23). 다른 연구에서는, PL을 처리한 Keratinocytes 및 섬유아

세포는 UV를 조사 했을 때, 현저하게 개량된 세포막 보존도, 감

소된 지질 과산화작용, 증가된 엘라스틴 발현 및 MMP-1발현의

감소 등을 나타내었다24).

․ Silymarin : Silymarin은 엉겅퀴 식물 Silybum marianu의

씨에서 추출된 Polyphenolic Flavonoid 또는 Flavonolignans화합

물이다. 이 성분의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면역조절작용은 피

부의 광노화 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5). 또한 UV 노출이 있기 전에 또는 직후에 silybin

의 국소적인 적용은 UV에 의한 손상에 대해 방어작용을 한다26).

․ Pycnogenol : Pycnogenol은 여러 식물 추출물에서 발견되

는 식물유래 성분이다. 주로 소나무 수피, 포도, 사과에서 많이

있는 물질로, 이들 식물에는 Procyanidins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화합물군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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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otanicals

식물성 추출물은 현재 약용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각광받고 있다. 식물성 추출물의 사용은

아직까지 크게 규제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개발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화된 피부

에 유익한지 아닌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물성 추

출물의 종류에는 녹차 추출물, Ferulic acid 및 포도 씨 추출물 등

이 있다.

㉠ Green Tea Extract

녹차(Cammelia sinensis)의 Polyphenols이 Sunscreens의 효

과와 유사하게 UV 방사선에 의한 발암성 활동의 유력한 억제 효

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다. 녹차는 특히 광노화와 같은 UV에

의한 피부손상에 광범위한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 Ferulic Acid

식물에서 추출되는 이 화합물은 녹차와 달리 Sunscreens의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Ferulic acid는 비타민 C와 E와

결합될 때 유력한 산화방지제가 된다. 거기에 UV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Sunscreens에 의해 자외선 차단

기능을 보조하면서 항산화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추출물이라 할

수 있다.

㉢ Grape Seed Extract

포도씨 추출물은 뛰어난 산화방지제이다. 또한 사람의 태

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광면역기능을 강화하는 효능도 가

지고 있다.

④ Depigmenting Agents

피부를 밝게 해주는 피부 색소개선 제품은 각질층의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거나 각질층을 벗겨내어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최근 약용화장품 시장에서 점점 인

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색소개선 제품의 성분은 하이

드로퀴논, 아스코르빈산(비타민 C), Kojic 산 및 감초 추출물

(Glabridin)등을 포함한다.

⑤ Moisturizers

수분공급화장품(Moisturizers)은 피부를 보호하는 수분 피

막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의

외관과 촉감을 개선하고, 피부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Moisturizers는 각종 피부 상태(습진, 건선, 소양증

및 나이 든 피부)를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⑥ Retinoids

Retinoids는 약용화장품의 일반적인 성분 중 하나이다.

Retinoids는 비타민 A의 자연 및 합성 유래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Retinoids가 조직학적, 임상적으로 피부 노화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색소침착을 개선시키고 콜라겐을 파

괴하는 효소를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Retinoids는

Retinoic acid(Tretinoin), Retinol, Retinaldehyde를 포함한다.

Tretinoin이 가장 효과가 좋고, 광노화 치료를 위해 가장 자세히

연구된 물질이다. Weiss et al27)은 4개월간 Tretinoin을 처리한 군

에서, GAGs가 증가하고, 미세 주름 및 거친 주름, 피부가 거친

정도, 창백한 정도 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고, Lever et al28)

은 3개월 Tretinoin 처리 후 진피층이 두꺼워지고, 잔주름이 개선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Shukuwa et al
29)
은 Tretinonin 1개월 처

리후에, 세포의 이형성이 없어졌다고 보고하였다. Retinoids의 처

치 효과를 종합해 보면, 이상색소증을 개선하고, 주름을 개선하

며, 표피의 부정형을 없애고, 신혈관신생을 개선하며, 피부의 선

(Straie)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30).

⑦ Sunscreens

Sunscreens은 피부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태양 복사에

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약용화장품이다.

Sunscreens을 통해서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UVA와 UVB 둘 다 막는 넓은 스펙트럼이 적용되면서 자외선 여

과기로 작동하는 유효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한 태양 복사에 노출되는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실제

유효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2 mg/cm
2
을 발라야 한다고 미

국 FDA에 나타나 있다.

(2) Botulinum toxin injection31)

나이가 듦에 따라 Procerus근육과 Corrugator supercilii에

의해서 생기는 미간 주름 등을 치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Botulinum toxin type A(BTX-A)를 근육으로 주입하는 방법을

쓴다. BTX-A는 1908년도 부터 일시적으로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 입가 주름등을 치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방

법이다. Botulinum toxin은 근신경접합부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방해하여 근육 수축을 감소시킨다. 이 시술

의 부작용에는 통증, 부종, 홍반, 감각 항진, 반상 출혈 등이 있

다. 이럴땐 즉각적인 얼음 적용과 압박이 효과적이다. 또한 두통

및 눈꺼풀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Resurfacing31,32)

Resurfacing은 일부러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 새로운 피부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제한된 피부 손상은 광손상된 비정상

적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층에서 Collagen 합성을 유도하는 작용

을 한다. Resurfacing 시술은 크게 상처의 깊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표피 각질층부터 유두진피층까지는 Superficial, 상부

망상진피층은 Medium, 중간 망상진피층까지의 상처는 Deep으

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한 최대한의 깊이이다. Resurfacing 하

는 깊이는 광손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Resurfacing 시술의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화학적 Resurfacing

(Chemical peels), 물리적 Resurfacing(Dermabrasion), 레이저

Resurfacing 방법이 그것이다.

① Chemical peels

Superficial peeling하는 화학물에는 Glycolic acid(30-70%),

Trichloroacetic acid(TCA, 25∼35%), Jessner's 용액(Resorcinol,

살리실산, 에탄올, 젖산 등의 혼합액)등이 있다. 이들 화학물에

대한 피부의 반응은 용액 농도, pH 뿐만 아니라, 화학물과의 접

촉 시간 및 치료전 피부의 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Medium peeling에는 예전에는 40-50% TCA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흉터 형성이나 색소성변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35%TCA에 Jessner's 용액, 70% Glycolic acid, 고체형 CO2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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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해서 사용한다. Deep peeling에는 50% TCA 이상을 사용하

거나, Phenol이 함유된 혼합물을 사용한다. TCA를 고농도로 사

용할 경우, 흉터가 생기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잘 발생하기 때

문에 Phenol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② Dermabrasion

Dermabrasion은 박피술로 피부를 대패질하거나, 긁어내서

표피를 제거 하는 시술이다. 주로 철로 된 솔이나, 다이아로 된

송곳 등의 회전되는 연마용구를 사용한다. 박피술은 표피층에 위

치한 피부 병변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박피술을 하면, 잔주

름의 감소, 사마귀류, 불규칙한 착색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박

피술은 박피술을 한부분과 안한 부분이 차이가 남으로, 주로 얼

굴 전체에 시술을 한다. 최근에는 Microdermabrasion이라고 하

여, 피부 각질층과 외부 표피층만 매우 얇게 제거 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③ Laser Resurfacing

레이저의 광열성 에너지를 이용하여, 예측 가능한 표피와 어

느 정도의 진피층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레

이저가 접촉하는 곳에서 조직이 소각, 증발되는 작용도 하게 하

지만, 레이저로 인한 온열 자극이 콜라겐의 수축 및 재구성을 유

도하고, 진피층을 긴축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피부의 촉감과

외관을 좋게 만든다. 레이저 Resurfacing은 화학적 Resurfacing

과 비교해 볼때, 정확도와 제어측면에서 보다 높은 우위를 점하

고 있다. 레이저 Resurfacing 방법도 deep 화학적 Resurfacing 방

법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소가 있는데, 감염, 염증, 그리고 피부 건

조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레이저 Resurfacing은 여드름 흉터, 광노화된 피부(색소성

불규칙성, 잔주름 등)에 적합한 치료법이다. 레이저는 보통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데, 레이저로 인한 열 작용으로 인해 흉터나,

탈색소 작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요즘은 Erbium:yttrium-aluminum-garnet (Er:YAG) 레이저를

CO2 레이저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레이저는 수분에 의

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CO2 레이저보다 조직에서의 열손상

이 덜 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시도 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

은, 레이저의 에너지를 진피층에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하고, 동

시에 표피를 냉각시키는 비침투적인 resurfacing 방법이 시도되

고 있다. 이 방법은 표피의 긴장도 손상을 최소로 하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침투적인 Resurfacing 방법보다는

덜 효력적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잔주름 제거에 유의한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Fractional Laser

Photothermolysis (FP)의 안전과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한

연구에서 Fractional Laser에 의한 주름의 충분한 개선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고통, 홍반 및 부

종을 제외하고 일시적인 염증후 과색소침착이 25명의 대상자 중

1명의 케이스에서 발견 되었다33).

(4) Filling theraphy
34,35)

필러는 연부조직 증강을 위한 충전주사제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진피층의 주요탄력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히알루

론산을 안면부에 다발성으로 진피내 주사하면 노화된 피부의 보

습도와 탄력도가 증가하며 육안적으로 턱선이나 코옆 팔자주름

등에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인

필러 레스틸렌을 안면부 진피 내에 다발성으로 주사했을 때 코

옆 팔자주름과 턱선 처짐 등에서 육안적인 리프팅 효과가 발생

하는지와 피부탄력도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하는 임상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히알루론산외에도 Human-derived

collagen 등을 주입하여 주름개선 및 리프팅효과를 노리는 시술

이 연구되어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Poly-L-lactic

acid (PLLA)을 주입하는 시술이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Surgical theraphy36)

노화되어 늘어진 목의 살들을 외과적 시술을 통하여 치료하

여 다시 젊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다양한 외과

적 성형수술 기법들 중에 초음파의 보조를 통한 지방흡입술과

제한된 절개술을 결합한 외과 수술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기법은 나이 들어 지방이 축적되어 늘어진 피부에 매우 효과

적인 방법으로 피부의 리프팅 효과와 지방제거의 효과를 통해

턱과 목의 부자연스러운 각도가 회복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치료효과를 가진 치료법으로 검증되었다.

2) 한의학적 관리

(1) 미소안면침

미소안면침은 안면 피부 속 표정근 주위 혈자리들을 침으로

풀어주고 경혈을 자극하여, 얼굴의 처진 근육을 올리고 주름을

없애는 침술요법이다. 기본시술은 일회용 Stainless steel 멸균 호

침을 사용하며, 안면근육의 두께나 부위 등의 특성에 맞추어 굵

기는 0.20, 0.16 mm 길이는 3∼5 cm의 침을 선택하여 얼굴전체를

관장하는 근육인 흉쇄유돌근을 시작으로 이개근, 측두근을 시술

하고 전두근, 광경근, 교근, 외측익돌근의 순서로 자침하고, 提揷

法을 사용하여 短刺를 하거나 留針한다37). 미소안면침을 시술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안면부 온도가 유의하게 상승하며 국소 순환

이 개선되며 기혈순환이 촉진된다38). 미소안면침의 주름 감소효

과는 전안 촬영 시스템이나 피부 주름 측정기 등을 사용한 객관

적인 평가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도 높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40).

(2) 정안침

‘整顔’은 얼굴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서, 좌우로 틀어진 얼

굴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작게는 안면부의 주름을 개선하

거나 얼굴의 노화를 지연하여 깨끗한 얼굴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經絡의 불균형은 經筋의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經筋

의 불균형은 근막의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41). 근막은

주로 근육조직을 싸고 있는 결합조직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근육

뿐만 아니라 피부의 기저층에서부터 골격, 연골 및 기타 장기들

에 부착되어 모든 조직을 싸고 있으며 서로 연속되어 전신을 연

결하는 하나의 연속체로서 통합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막성구조

물이다
42)

. 근막이 당겨지게 될 때 근막의 지지를 받게 되므로 안

체의 불균형이 고착화된다. 이 때 정안침요법을 이용하여 경혈에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근막조직사이로 혈액과 림프의 개선하

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안침의 자침수기법은 근막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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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자극하는 수기법을 택하였다. 이는 정안침의 치료목표

가 근육의 경결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막의 이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43)

.

(3) 매선요법

매선침법이란 혈위매장요법이라고도 하며, 특별히 고안된 기

구를 사용하여 혈위 내에 어떤 이물을 매입하고, 그 이물을 이용

하여 혈위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침법이다.

매선요법에 사용되는 도구는 시술시에 사용되는 穿刺針, 三角針

등의 금속공구와 혈위를 직접 자극하는데 이용되는 매장물로 나

눌 수 있다. 매장물의 종류는 돼지·양·닭·토끼 등의 부신·뇌하수

체·지방 등의 동물 조직과 약물·剛圈·磁塊 등의 다양하게 사용된

다. 흔히 양의 창자로 만든 羊腸線을 이용하고 있다
44)

. 羊腸線은

공급이 쉽고 소독이 간편하며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반응이 비교적 잘될 뿐만 아니라 시술 후에 신체에서

자연히 흡수되는 등 다른 매선요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45)

.

매선용법은 최근 경락·경근·경피 이론을 바탕으로 안면, 신체 성

형 및 주름·탈모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연구 및 발전

되고 있다. 매선요법은 안면부 근육 및 경혈의 자침을 통해 두경

부의 정체를 풀고, 기·혈·진액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얼굴의 근

육과 골격의 불균형 상태를 조절하여 바로잡아주며 안면부 여러

표정근들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여 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침법에 의한 치료는 안면부 근육의 균형과 틀

어진 얼굴의 불균형을 바로 잡음으로써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피

부의 탄력, 안색 등의 개선 및 얼굴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43)

.

(4) 한방화장품

한방 화장품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선 논

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식약청에서 “한방화장품은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8대 한의학 서적에 언급된 한약재를 함유한 화장품

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약사법에 규정된 기

성한의서 11종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을 한방화

장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46). 피부의 해부학

적 구조론 등 외적인 면에 치중해서 발전해 온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피부미용을 다룸에 있어서 피부만을 대상으로 하

지 않고, 인체의 생리기능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한방화장품은 한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 氣와 血

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피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47).

한방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류는 피부미

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억균, 항염, 창상 치료, 회복작용, 보

습작용을 지니고, 피부와 모발을 윤택하게 하고 영양을 주며 미

백, 항알러지, 항노화, 거반 작용을 하는데 복령, 녹두, 적소두, 택

란, 아교, 백강잠, 선태, 대추, 당귀, 인삼, 황기, 포공영, 현삼, 반

하, 천문동, 천화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호르몬은 체내 내분비선체에서 특정세포에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로 호르몬 조절, 신체의 생장, 발육, 대사, 노쇠 등의 생명과

정을 조절하고, 표피생장인자는 표피와 상피세포 호르몬에 의해

서 좌우되고 직접적으로는 표면 증식과 각질화를 촉진시킨다.

유기산은 피부의 대사기능을 증강하고 피지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피부의 침투성을 좋게 하고 표피 각질층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피부 바깥층의 죽은 세포를 제거하며 보습 작용, 항알

러지, 항산화, 자외선 차단작용을 하고 오매, 복분자, 모과, 호도,

승마, 후추, 우담즙, 마치현, 대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사포닌은 억균, 항균 작용을 하고 세포활성을 촉진하고 상처

유합을 촉진하고 피부를 보호, 두발의 생장을 촉진하고 자외선

차단, 피부각질화 지연 효과를 갖는데 원지, 감초, 시호, 지모 등

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고지혈증 강하, 항염, 항균, 항병독,

사하 작용을 하는데 금은화, 황금, 상엽, 갈근, 사간, 연자, 홍엽,

측백엽, 상기생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48).

생강 추출물(Zingiber officinale)은 피부에 적용하였을 때,

UV-B에 유도된 elastase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

어 광노화로 인한 잔주름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astase의 경우 피부의 elastin을 분해하여 피부 주름 생성을 일

으킨다49).

(5) 노화의 한의학적 관점에 의거한 관리법

피부 노화의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상기한 바와 같이 精

血不足은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精血不足 상태는 진액부족의

상태를 야기시키며 이것이 피부의 진액을 부족하게 하여 피부

노화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精血不足 상태를 채워주면 노화를 억

제하고 노화되지 않은 피부 상태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東醫寶鑑>의 精門을 살펴보면 精을 補하는 약재로 지황,

토사자, 육종용, 오미자, 하수오, 백복령, 구기자, 금앵자, 산수유,

복분자, 녹용 등이 소개되어 있다16). 이 약물들은 피부 노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특히, 지황은 補精하는 가장 대

표적인 약재라 할 수 있다. 지황을 精血不足에 사용할 때는 주로,

지황을 쪄서 말린 숙지황을 사용한다. 숙지황은 남녀의 精血不足

을 치료하고 陰을 자양하며 腎水를 자양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本草衍義>에서는 ‘노인의 中虛潮熱로 地黃을 써야 할 경우 生,

乾을 투여하면 늘 大寒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세에는 숙지황

으로 고쳤다’라고 하여 노인에게 숙지황을 쓰는 당위성을 설명하

였다
50)

.

精血不足과 노화와의 관계 때문에 精을 補하는 처방들의 항

노화효과는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六味地黃湯은 숙지황을 군약

으로 하는 精血부족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일찍이 六味地

黃湯은 한방임상에서 腎水부족으로 유발된 遺精夢泄, 精液不足,

耳鳴耳聾, 腰膝痠軟 및 腰痛 등에 응용되어 왔다. 안 등은 흰쥐를

통해서 六味地黃湯과 숙지황이 과산화지질, 혈중 hydroxyl

radical 등의 산화 물질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SOD같은 항산화

물질은 유의있게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51). 숙지황을 군약으로

하는 또 다른 처방인 獨活地黃湯과 五子地黃飮子 역시 유의성있

게 산화 물질을 감소시키면서 항산화 물질을 증가시켰다는 보고

가 있으며 귀판을 군약으로 한 <東醫寶鑑>의 또다른 대표적인

腎水不足 처방인 補腎丸에 관한 연구에서도 補腎丸이 현저하게

산화 물질을 감소시키면서 항산화 물질을 유의성있게 증가시켰

음이 밝혀진 바 있다52-54).

이로 유추해보건대, 노화의 원인인 산화 물질을 억제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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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산화 물질의 활성을 돕고 한의학적으로 노화의 강력한 원

인인 精血不足을 보충해주는 숙지황을 대표로하는 補精 약재들

과 六味地黃湯, 獨活地黃湯, 五子地黃飮子, 補腎丸 등의 補腎陰,

補精血 하는 처방들을 복용하는 것이 피부 노화에도 효과가 있

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결 론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자연

의 이치였다. 피부 노화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어가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다. 하지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

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내인성 요인 뿐 아니라 흡연,

과도한 음주 섭취, 영양부족, 햇빛에 만성적인 노출 등 예방할 수

있는 외인성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부 노화 및 이로 파생된

피부 주름을 평생 예방할 수는 없더라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알

려져있고 피부는 외관상 피부 미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동서양적 방법을 불문하고 이를 늦추어보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동서의학적으로 피부 노화 및 피부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서 피부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 재생을 돕거나 피부 노

화를 발생시키는 환경들을 배제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한의학적으로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精血을 보충, 보존시

키는 약물을 복용케 하여 노화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은 보다 근

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숙지황을 대표로 하는 補腎陰, 補精血

하는 처방들을 복용하는 것이 피부 노화에 보다 근원적인 치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인간들은 피부 노화 및 피부 주름을 극복하기 위

해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시도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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