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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減紫雲液 도포가 자외선으로 유발된 피부 홍반에 미치는 영향

김태연․김용민*

세명대학교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Effects of Gagam-Jawoonaek about Erythema by UV Exposure

Tae Yeon Kim, Yong Min Kim*

The Clinical Trial Center for Bio-Industry at Semyung University

We studied to investigate the erythema reduction effects generated by Gagam-Jawoonaek(GJ) application(appl.)

after UV exposure. Twenty women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with no skin diseases were recruited. We exposed UV

as a 6 subsites on the left upper arm of subjects using multi-port solar simulator. After setting Gagam-Jawoonaek(GJ)

application(appl.) subsites and non-appl. subsites, we measured erythema degrees(a* values) of the subsites using

spectrophotometer. We measured a* values four times(before UV exposure, before application of GJ, twenty-four and

forty-eight hours after first application of GJ). We analyzed data using student’s t-test. After UV exposure, a* values

on the left upper arm increased. Twenty-four hours after first GJ treat., the changes of a* value on GJ treat.

subsites(1.22 ± 0.13 AU) were bigger than GJ non-treat. subsites(1.04 ± 0.12 AU),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Forty-eight hours after first GJ treat., the changes of a* value on GJ treat. subsites(1.95 ± 0.11 AU) were

bigger than GJ non-treat. subsites(1.58 ± 0.13 AU),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Gagam-Jawoonaek could decrease

erythema by UV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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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적 풍요와 의학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피부(biologic skin)의 작용보다

개인을 평가하며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피부(social

skin)로서의 피부에 대한 역할을 더욱 중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피

부미용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
.

태양광선은 광합성을 통한 식량자원 생산, 피부에서의 비타

민 D 합성 유도, 건선이나 백반증의 광선치료 등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서 유익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나, 피부 미용에 있어서는 정반대이다. 태양광선 중

200-400nm 파장인 자외선은 피부에 홍반, 부종, 피부노화, 피부

암 등 여러 가지 유해한 반응을 유발하므로
2)
자외선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 증가3)와 더불어 일광손상 치료를 위한 항염증제, 항산화제,

retinoic acid, adapalene, tazarotene, trichloroacetic acid 등의 사

용 증가 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일부 화학 성분들은 피부

침투에 따른 호르몬계 교란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도한다는 보고

가 있으며,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치료제로 알려진 retinoic

acid의 경우 피부 건조와 당기는 느낌 및 피부 자극 반응을 유발

하거나 광노화된 피부에 도포시 피부가 일부 회복되면서 각질층

이 얇아지므로 진피 내로 투과하는 양이 많아져 일광노출에 예

민해지고 일광화상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2) 사용에 신중을 기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紫雲膏는 오늘날 임상에서 火傷, 濕疹, 乾癬, 白癜風, 알레르

기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활용되는 韓方 外用藥으로,

이에 대한 연구로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紫雲膏·아토피크림·湯藥

병용을 통한 혈액과 피부의 면역학적 측면 개선 효과 보고
4-7)

, 生

肌作用에 대한 연구8,9), 創傷에 紫雲膏 단독 또는 金銀花, 苦蔘,

生地黃을 加味하거나 Gentamicin과의 竝行 치료를 통한 상피조

직 재생과 2차 감염 및 가피 생성 억제 효과 보고
10-14)

뿐만 아니

라 火傷에 加味紫雲膏 단독 또는 병행 치료를 통한 괴사조직의

제거 및 손상된 상피조직 재생 효과 보고15-16), 자외선 조사로 유

도된 피부손상의 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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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減紫雲液은 문헌에 언급된 紫雲膏의 기본 구성약물인 紫

草 當歸에, 자극에 의해 과항진된 피부손상을 치유하거나 진정시

키기 위한 화장품의 基劑로 사용되는 포도씨유, 올리브유, 난황유

및 淸熱解毒 活血行氣 排膿生肌 去風消腫의 효과가 있는 杏仁 黃

芪 玄蔘 苦蔘 桔梗 黃芩 金銀花를 넣은 液狀의 外用劑18)이다.

加減紫雲液의 劑形을 결정하는 오일(oil)에 대하여 살펴보면,

포도씨유는 자극성과 알레르기성이 없는 기름으로서19) 매우 가

볍고 상쾌한 감촉을 주며 피부의 해독·살균 효과를 지닌 카테킨

(catechin)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20)

, 마사지오일, 선탠오일 등의

기제로 이용되는 올리브유는 피부에 잘 흡수되며 피부 표면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며21), 화장품 제조시 천연 유화제, 분산제, 습

윤제로서 활용되고 있는 난황유는 레시틴(lecithin)이 다량 함유

되어 피부에서 우수한 생분해성 및 무자극성, 무독성, 피부 친화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22).

주요 약재의 약리학적 성질을 살펴보면, 紫草는 새살을 빨리

돋게 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작용이 있고23),

當歸는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하며 피부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므

로 갈색 반점·주근깨·색소침착 등의 색소성 피부병을 치료하며,

杏仁에서 추출하여 만든 almond milk는 피부를 하얗고 부드러

우면서 윤택하게 하며 또한 여드름이나 반점을 예방·치료한다.

黃芪 추출물인 베타인(betaine)이 함유된 화장품은 인체에 필요

한 미량원소가 충분하면서도 성질이 부드러우므로 피부에 영양

을 공급하여 질병에 대한 피부저항력을 강화시키며, 玄蔘 추출물

은 여드름·白癜風·酒齄鼻 등의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고, 苦蔘 달

인 것은 항염·항균 효과로 결핵균·이질균·황색포도상구균·대장

균 및 각종 피부 진균을 억제하며, 桔梗 추출물은 표피의 사상균

을 억제하고 피부를 하얗게 한다
24)

. 黃芩과 金銀花는 항염·항균·

항산화 기능이 있다13,25,26).

이상의 오일과 본초로 구성된 加減紫雲液은 淸熱解毒 活血

行氣 補血益氣 排膿生肌 去風消腫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곧 피부에 있어서 抗炎, 抗菌, 美白, 鎭靜, 再生, 保濕 作

用 등을 의미하므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초기 홍반 완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자극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종․염증

반응 등의 부작용 감소 및 피부재생 촉진에 이르기까지 피부질

환 및 미용관리 측면에서 폭넓은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고

자외선으로 유발된 피부 홍반과 관련하여 油液狀의 加減紫雲液

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기에 韓方 皮膚 美容

분야에서 피부 진정 제제로 加減紫雲液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서 자외선 자극 후 加減紫雲液 도포 유무에 따른 피부 홍반

변화를 측정하는 본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선정

피부질환이 없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

녀로 자외선으로 유발된 피부 홍반에 대한 加減紫雲液의 진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에 대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

받고 연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색차계

(Spectrophotometer CM-2600D, Minolta, Japan) 측정값을 이용

하여 계산된 ITA°(Individual Typology Angle) 값이 28 초과
27,28)

인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대상자가 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20명 중 개인적인 일정

으로 중도에 자진 탈퇴한 2명을 제외한 18명이 최종적으로 연구

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세명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윤

리규정을 준수하였다(SMU-10-001).

Table 1. ITA° Values for Skin Colours

Sk in  C o lou rs  C a tego rie s  ITA ° V a lu e * R an ge s
V e ry  lig h t > 55 °

L ig h t > 41 ° to  5 5 °
In te rm ed ia te > 28 ° to  4 1 °
T an  (o r m a tt) > 10 ° to  2 8 °

 B row n > -30 °to  10 °
B la ck ≤ -3 0 °

Colorimetric ITA values and skin colour categories are defined by the colorimetric
descriptors of Chardon et al.29) using the CIE L*a*b* colour space28). * ITA° = {Arc
Tangent[(L* - 50) / b*]} × 180 / 3.1416

2. 시험 방법

1) 준비 단계

(1) 연구 대상자의 측정 조건

본 연구에서는 左側 上腕部를 시험 부위로 설정하였으며 시

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자 시험 부위 세정 후 최소 30분간 항온

항습(22 ± 2℃, 40 - 60 %)이 유지되는 곳에서 피부 안정을 취한

뒤에 모든 측정을 진행하였다.

(2) 加減紫雲液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加減紫雲液의 구성은 《世明大學校 韓方病

院 處方集》18)에 준하였으며, 포도씨유는 백설(프랑스산 포도씨,

CJ제일제당 제조), 올리브유는 폰타나(Basso Fedele&Figli S.R.L

Via 제조, 샘표식품주식회사 수입), 난황유는 두바이오(국산 유정

란, 두바이오 제조) 제품을, 약재들은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Phase1의 오일에 Phase 2의 약재를

넣고 45-50 ℃ 의 열수 추출기에서 24시간 동안 우려낸 후 약재

를 면포에 걸러내고 소독된 용기에 넣어 열을 식혀 제조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Gagam-Jawoonaek Used in This Study

Pha se  1

O il N am e D o se (㎖ )
G rape seed  o il   50 0

O live  o il(e x tra  v irg in )  49 0
C ook in g  O il and  Yo lk  M ix tu re   1 0

To ta l 1 0 00

Pha se  2

H e rb a l N am e Sc ien tific  N am e D o se (g )
紫草(根) L ith o spe rm i R ad ix  25 .0

 當歸 A ng e licae  G ig an t is  R ad ix  25 .0
 杏仁 A rm en ia cae  S em en  25 .0
 黃芪 A strag a li R ad ix  25 .0
 玄蔘 Scrop hu la r ia e  R ad ix  20 .0
 苦蔘 S op ho ra  R oo t  20 .0
 桔梗 P la tycod i R ad ix  20 .0
 黃芩 Scu te lla r ia  R ad ix   12 .5

 金銀花 Ron ice rae  F lo s  12 .5
To ta l 1 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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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반유도 단계

(1) 최소홍반량(Minimum Erythema Dose, MED)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24 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한다30).

(2) 홍반 측정 기기 및 평가 척도

본 시험의 홍반 평가는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2600D,

Minolta, Japan)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L*, a*, b* 표색계 값 중에서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 value로 판단하였는데
31,32)

, 색차계로

동일 부위를 3회 측정하여 얻어진 a* value의 평균값을 시험부위

의 홍반 정도로 규정하였다. 측정 단위는 arbitrary unit(AU) 이다.

(3) 자외선 조사부위 구획

左側 上腕 內側 中央部(肘橫紋 上方 10 cm)를 시험부위로

설정하고, 시험부위 右側 上腕部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별

MED(individual minimum erythema dose, MEDi) 판정부위로

설정하여 ISO 24444(자외선 조사 넓이 0.5 ㎠ 이상, 각 자외선 조

사 구역간 거리 1㎝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하단(Fig. 1)과 같

이 구획하고, 구획된 시험부위 6개 구역은 자외선 조사 전에 색

차계를 이용하여 a* value를 측정하였다.

(4) MEDi 산정을 위한 자외선 조사

ISO 24444의 기준에 충족하는 인공 자외선 조사기(multi-port

solar simulator 601-300W, Solarlight co., USA)와 조사되는 자외

선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세기 측정기(PMA-2100, Solar

Light, USA) 및 자외선 탐침기(PMA-2108 LLG, Erythema

Detector, USA)를 사용하여 하단과 같이 자외선 조사범위를 정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109호 자외선차단지수

(SPF) 측정방법의 기준
30)
에 입각하여 방문 1일차에 시험부위의

반대쪽(右側) 上腕 內側 부위에 Fitzpatrick의 피부유형 분류 기

준상33)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으로 알려진 III형34)의 MED가

30-50 mJ/㎠인
30)
것을 고려하여 30 mJ/㎠을 기준(X)으로 삼아 중

간(4번)에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광량을 24%씩 증가(0.52X, 0.65X,

0.81X, 1.00X, 1.24X, 1.54X)시켜 자외선을 조사하였다(Fig. 2).

(5) 연구 대상자의 MEDi 결정을 위한 홍반판정

홍반 판정은 자외선 조사 후 16-24시간 이내의 방문 2일차에

국제접촉피부염연구회(International Contact Dermatitis Research

Group: ICDRG)의 피부자극 판정기준
2)
에 근거한 하단의 홍반판

정 기준을 토대로 충분히 밝은 광원 하에서 두 명의 연구자가 판

정하였다. 최초로 + 판정이 나는 부위(Fig. 3)의 광량을 연구 대

상자의 MEDi로 결정하였다.

Table 3. Indication Standard of Erythema

M ark Ind ica tio n  S tan da rd
- N ega t iv e

± D ou b tfu l o r s lig h t re a c tio n  and  e ry th em a  w ith  no  bo rd e rs  
ap p ea ring  som e  o f th e  f ie ld  o f U V  e xpo su re

+ F irs t p e rc ep t ib le  un am b ig uou s e ry th em a  w ith  d e fin ed  b o rde rs  
ap p ea ring  o v e r m o st o f th e  f ie ld  o f U V  e xp o su re

+ + Pe rcep tib le  u n am b igu ou s e ry th em a  w ith  d e fin ed  bo rd e rs  and  
in du ra t io n  ap pea r ing  o ve r m o st o f th e  fie ld  o f U V  e xp o su re  

+ + +
Pe rcep t ib le  un am b ig uou s e ry th em a  w ith  d e fin ed  b o rde rs , 

in du ra t io n , and  ve s ic le  ap pea r ing  o ve r m o st o f th e  fie ld  o f 
U V  e xpo su re

(6) 홍반 유도를 위한 시험부위 자외선 조사

방문 3일차에 시험부위인 右側 上腕 內側部의 6개 하위구역

각각에 1 MEDi에 해당하는 동일한 양의 자외선을 조사(Fig. 4)하

여 홍반을 유도하였다.

1 2 3

6 0.80.8 ㎝ 5 4
0.8   ㎝ 1.0 ㎝

Fig. 1. Demarcating the UV exposure subsites

1 2 3

15 .8 19 .6 24 .3

6 5 4

46 .3 37 .3 30 .0

Fig. 2. UV exposure(mJ/㎠) to determine a individual minimum

erythema dose(MEDi) of a subject(right upper arm)

1 2 3

- - ±

6 5 4

+ + +

Fig. 3. Example of erythema assessment to determine a individual

minimum erythema dose(MEDi) of a subject(right upper arm)

1 2 3

30 .0 30 .0 30 .0

6 5 4

30 .0 30 .0 30 .0

Fig. 4. Example of UV exposure(mJ/㎠) for erythema inducing under a

individual minimum erythema dose(MEDi) of a subject(left upper arm)

3) 시험 부위 결정 단계

방문 3일차에 1 MEDi의 자외선 조사로 유발된 6개 하위구

역의 홍반 정도는, 자외선 조사 후 24(±1)시간 경과 시점의 방문

4일차에 색차계 측정을 통해 얻어진 a* value의 평균값을 비교하

여 이 값이 유사한 4개의 하위구역을 선정한 후 加減紫雲液 도포

부위와 무도포 부위로 각각 2 구역씩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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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포 단계

加減紫雲液 도포군인 2개의 하위구역에 각각 식품의약품안

전처(기능성 화장품 평가 시험 고시 제 2013 – 190호의 제 11조

제품 도포량)에서 제시한 2.0 ㎕/㎠를 기준30)으로 자외선 조사

구역(0.8 x 0.8 ㎝)에 해당하는 도포량인 1.28 ㎕를 pipet

(PIPETMAN P1000, GILSON, USA)을 사용하여 加減紫雲液 도

포 부위 2 구역에 각각 도포하였으며 시험 종료 시점까지 총 2회

를 도포하였다.

5) 홍반 평가 단계

홍반 평가는 상기에 기술된 대로 색차계의 측정값 중 하나

인 a* value를 사용하였으며 加減紫雲液 도포 부위와 무도포 부

위 선정 및 加減紫雲液 도포 전후 비교를 위한 제품 도포 전 측

정을 시작으로, 최초 加減紫雲液 도포 후 24(±1)시간 경과,

48(±1)시간 경과 시점에서의 홍반 정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 일정 및 절차

Table 4. Protocol of Experiment

D iv is io n S cre en ing  
P e r iod T re a tm en t P e riod

V is it 1 2 3 4 5

(T im e )

(20±4h  
a fte r UV  
exposu re)

(24±1h  
after 1st G J 
app lica tion )

(4 8± 1h   
a fte r 1 s t G J 
ap p lica tio n ) 

In fo rm ed  Co n sen t in  
C lin ica l T ria ls O

R e sea rch  o f D ise a se  
H is to ry / M ed ica t io n  

Tak in g
O

ITA ° M easu rem en t O

C on fo rm ity  A sse ssm en t 
o f Sub je c t O

U V  E xp o su re  fo r M ED i 
A sse ssm en t  O

M ED i A sse ssm en t O

U V  E xp o su re  fo r 
E ry th em a l R e sp on se s O

E ry th em a  (a *  va lu e ) 
A sse ssm en t O O O

Se le c t io n  o f 
A p p lica t io n  and  

N on -A p p lica tio n  S ite s  
ab ou t T e st P rod u ct 

O

A p p lica tio n  o f Te st  
P ro du ct O O

In ve stig a te  A dve rse  
E ven ts O O O O O

Stud y C o m p lian ce  
A sse ssm en t O

4. 이상반응 평가

자외선 조사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인 소양감(Itching), 따

끔거림(Prickling), 작열감(Burning), 부종(Edema), 소수포

(Vesicle), 오한(Chilling), 발열(Fever), 오심(Nausea)과 加減紫雲

液 도포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인 소양감(Itching), 따끔거림

(Prickling), 작열감(Burning) 및 다른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심한 정도를 Grade 0(none-이상반응 없음), Grade 1(mild-잘 인

지될 수 없을 정도의 약간 불편한 증상), Grade 2(moderate-명확

한 증상은 있으나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음), Grade 3(severe-매

우 불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함)로 나누어 등급을 표시하고 이

에 대한 검사 소견을 작성하였다. 시험 도중 더 이상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시험참가 포기동의서”

를 쓰도록 하였다.

이상 반응 여부 및 등급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5. Adverse Event Grading of Ultraviolet and Gagam-

Jawoonaek

Ad ve rse  e ven t G rad e  
Itch in g   A  : B  : 

P r ick lin g A  : B  : 
Bu rn in g A  : B  : 
Ed em a A  : B  : 
V e s ic le
C h illin g
Fe v e r

N au sea
E t ce te ra

A: after UV exposure, B: after Gagam-Jawoonaek application, Grade 0: none, Grade 1:
mild, Grade 2: moderate, Grade 3: severe

5. 통계분석

도포부과 무도포부간 시험 전 시작조건의 유사성 확인을 위

하여 시행한 홍반 유도 전과 직후의 a* value 값 비교와 도포부

또는 무도포부의 도포 전후 a* value 값의 비교는 Wilcoxon test

로 분석하였으며, 홍반 유도 직후로부터 加減紫雲液 도포 후의

시간 경과상 a* value 변화량의 도포부과 무도포부간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결과는 생물학적

통계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의차 5% (p<0.05)일 때 통계

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10.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에 최종 참여한 18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6세로 연령상 30대 11명, 40대 7명이었고, 연구 대상자들의

ITA° 평균값은 38.4° 로 피부 타입 분류 시 Intermediate(28° <

ITA° ≤ 41°) 11명, Light(41° < ITA° ≤ 55°) 7명이었다(Table 6).

2. 홍반유발 전후 및 加減紫雲液 도포 후 시간 경과상 피부 홍반

도 측정 결과

자외선 조사로 인한 홍반유발 전후 상완부 피부 홍반도는

도포부의 경우 7.85 ± 0.49 AU에서 10.85 ± 1.41 AU로, 무도포부

의 경우 7.88 ± 0.48 AU에서 11.01 ± 1.38 AU로 모두 유의성 있

는 증가(p<0.001)를 보였다. 加減紫雲液 도포 후 24시간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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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피부 홍반도는 도포부의 경우 9.64 ± 1.5 AU, 무도포부의

경우 9.96 ± 1.67 AU로, 48시간 경과 시점에서는 도포부의 경우

8.90 ± 1.62 AU, 무도포부의 경우 9.42 ± 1.75 AU로 加減紫雲液

도포 직전 측정한 홍반도에 비하여 두군 모두 감소하였다. 도포

부과 무도포부간의 각 시점별 홍반도는 전체적으로 무도포부에

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5).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 je c t`s  
N um be r S e x  A ge ITA °

1 F 37 44 .70
2 F 38 48 .46
3 F 43 37 .02
4 F 41 29 .41
5 F 39 42 .22
6 F 41 43 .76
7 F 34 34 .52
8 F 38 33 .48
9 F 35 31 .49

1 0 F 32 35 .07
1 1 F 34 31 .41
1 2 F 33 32 .32
1 3 F 44 43 .24
1 4 F 39 49 .95
1 5 F 44 38 .81
1 6 F 47 32 .12
1 7 F 46 40 .85
1 8 F 30 43 .18

A ve rag e 38 .6 3 8 .45

Fig. 5. Degree of erythema by UV exposure and treatment of

Gagam-Jawoonaek. Erythema values of subjects were determined using a

Spectrophotometer.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 S.D.. AU, Arbitrary unit ; Pre-UV,

Before UV exposure ; Pre-GJ, Before Gagam-Jawoonaek application ; 24hr, twenty-four hours

after first application of Gagam-Jawoonaek ; 48hr, forty-eight hours after first application of

Gagam-Jawoonaek ; GJ, Gagam-Jawoonaek treatment ; NGJ, Gagam-Jawoonaek

Non-treatment ; *, p<0.05 compared with Pre-UV ; †, p<0.05 compared with Pre-GJ

3. 홍반 유발 후 加減紫雲液 도포 유무에 따른 피부 홍반도 감소량

加減紫雲液 1차 도포 직전과 도포 후 24시간 경과 시점에서

자외선으로 유발된 홍반의 홍반도 감소량은 도포부의 경우 1.22

± 0.13 AU, 무도포부의 경우 1.04 ± 0.12 AU로 도포부가 무도포

부에 비하여 더 큰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加減紫雲液 1차 도포 직전과 도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서

의 홍반도 감소량은 도포부의 경우 1.95 ± 0.11 AU, 무도포부의

경우 1.58 ± 0.13 AU로 도포부가 무도포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p<0.05)를 보였다.

Fig. 6. Decrement of erythema values by treatment of

Gagam-Jawoonaek after UV exposure. Decrement of erythem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 ± S.D.. AU, Arbitrary unit ; Pre-GJ, Before Gagam-Jawoonaek application

; 24hr, twenty-four hours after first application of Gagam-Jawoonaek ; 48hr, forty-eight hours

after first application of Gagam-Jawoonaek ; GJ, Gagam-Jawoonaek treatment ; NGJ,

Gagam-Jawoonaek Non-treatment ; *, p<0.05

고 찰

노화는 생리적 노화인 내적노화(intrinsic aging)와 외부 자

극에 의한 외적노화(extrinsic aging)로 구분된다. 이중 외적노화

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photoaging)는 장

기간에 걸친 자외선 노출로 초래되는 임상적 혹은 조직학적인

피부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광노화된 피부는 건조해지고 거

칠어지며 굵고 깊은 주름이 나타나고 각질층이 두꺼워져 피부

두께가 증가되나 더 진행되면 피부가 위축되고 피부의 정상적인

탄력성이 소실되며 심해지면 축 늘어진다. 강한 자외선에 지속적

으로 노출이 되면 각종 피부암의 유발 위험성이 높아진다2).

여성의 83 %, 남성의 56 %가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도

보고35)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자외선 차단 및 태양 자극 직후 피

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자외선차단제 및 피부 진정이나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화장품들의 수요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3).

이에 더하여 한방 기능성 화장품이 지속적 인기를 끌고 있

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36)
속에서 한의학계의 화장품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연구37)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본 저

자는 화장품 회사를 비롯한 미용 업계가 자외선 관련 제품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심사받기 위해 평가의 객관성 및 연구 대상자

들의 안전성이 입증된 표준 지침들27,30)에 의거하여 활발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하여, 자외선 차단제 및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평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30)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2444427)

을 준수하여 인공 자외선 조사기를 이용한 완만한 피부 자극 모

델을 만들고 韓方 外用劑로 유명한 紫雲膏의 加減方인 加減紫雲

液을 도포함으로써 加減紫雲液의 피부 진정 효과 확인 및 향후

韓方 皮膚美容製劑의 자외선에 대한 피부 진정 효과 평가 프로

토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는 이번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반응은 상기에서 언급한 광노화와 피부

암 이외에도 홍반반응, 색소침착, 일광화상 발생 등이 있는데 이

중 소량의 자외선 조사에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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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과 색소침착이 있다2). 화장품 임상시험기관 등에서 행해지

는 자외선 관련 임상시험에서는 국내외 규정에 근거하여 인공

자외선 조사기(multi-port solar simulator)로 국소부위에 홍반

(erythema)이나 색소침착(pigment darkening)을 유발하여 판정

하는 최소홍반량(Minimum Erythema Dose, MED)․최소지속형

즉시흑화량(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MPPD)이나 색차계로 측정되는 명도지수(L* value)․지각색소지

수(a* · b* value) 등을 평가 지표로 이용하여 자외선차단효과

(Sun Protection Factor, Protection Factor of UVA) 평가나 피부

진정․미백에 대한 효능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30), 이중 피부

진정 효과에 있어서는 홍반 유발 부위의 적색도를 나타내는 a*

value 값이 그 평가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

서는 저자의 선행 연구상 침술 자극으로 유발된 피부 홍반부위

의 혈류량 및 피부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피부 진정 제

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는 加減紫雲液의 홍반 완

화 효과38)에 대한 시각적 평가로서 자외선으로 유발된 홍반부의

홍반지수(a* value) 변화를 확인하였다.

인공 자외선 조사기인 multi-port Solar Simulator 601-300W

(Solarlight co., USA)는 6개의 light guide를 통하여 각각 직경

0.8 ㎝ 크기의 원형으로 자외선을 방사하며 각 light guide의 자

외선 세기를 조절 가능한 형태이며, Dichroic mirror를 사용하여

290-400 nm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자외선 이외의

파장을 일부 차단하였고, Back glass filter 로 가시광선․적외선

영역을 제거하였고 UG11 filter를 사용하여 재차 290-400 nm의

파장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켰으며, WG320 filter를 사용함으로

써 UVC 영역의 파장을 제거한 인공광원으로39)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대한 식약처 고시상의 인공광원 선정 조건
30)
에 부합

된 안전한 피부 자극원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시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홍반을 비롯한 자외선에 대한 피부반응은 개개인의 광

피부형(Fitzpatrick skin photo type) 또는 피부 ITA° 값 등에 따

라 그 반응 정도가 달라지므로2) 본 시험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

산정을 위한 인체시험 국제 규정인 ISO 2444427)에 입각하여

ITA° 값이 28 이상인 자를 선정함으로써 자외선 조사로 인한 피

부 병변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홍반발현도에 있어

지나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험 결과상에서도 홍

반 발현 전 및 발현 후의 加減紫雲液 도포 직전 도포부와 무도포

부 두 군의 a* value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자외선 조사로 인한 홍반유발 전 상완부 피부 홍반도는 도

포부의 경우 7.85 ± 0.49 AU, 무도포부의 경우 7.88 ± 0.48 AU

로, 加減紫雲液 도포 직전 시험부위의 피부 홍반도는 도포부의

경우 10.85 ± 1.41 AU, 무도포부의 경우 11.01 ± 1.38 AU로 상

호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므로 군간 시작 조건이 동일한 상

태에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각 군 모두 자

외선 조사 전후 홍반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를 보였으므로 加減

紫雲液 도포 여부에 따른 홍반도 변화 관찰을 위한 적절한 홍반

유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외선으로 유도된 홍반 판정 직후로부터 加減紫雲液 1차

도포 후 24시간 경과 시점에서의 홍반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도

포부(1.22 ± 0.13 AU)가 무도포부(1.04 ± 0.12 AU)에 비하여 좀

더 큰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加減紫雲液 1

차 도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서의 홍반도 변화에 있어서는 도

포부(1.95 ± 0.11 AU)가 무도포부(1.58 ± 0.13 AU)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加減紫雲液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자극부위의 즉각적 혈류량 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작용을 통한 홍반 감소 효과 또한 지니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외선 조사 및 加減紫雲液 도포 후 연구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상반응 발생여부 및 정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18

명 모두 시험 관련 이상반응이 없다(Grade 0)고 답하였으므로 국

제 규정에 근거한 국소부위의 자외선 조사
27,30)

및 加減紫雲液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加減紫雲液에 피부 진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火傷・創傷・아토피 피부염에 紫

雲膏를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항염증, 피부재생 촉진,

보습 효과 등을 생각해 볼 때 加減紫雲液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

발될 수 있는 완만한 피부 자극 증상 뿐만 아니라 화학 박피술

(chemical peels), 레이저 치료(laser therapy), 미세침 치료

(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 다소 자극이 강한 특수 피부 관

리 시술 직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외

선 뿐 아니라 피부 시술 직후에 유발되는 홍조, 홍반, 안면 부종

등의 피부 자극반응에 대한 진정효과와 피부 관리 시술이 목표로

하는 피부 재생이나 미백 효과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시험 설계시 加減紫雲液 도포군과 무도포군 외에

基劑(포도씨유, 올리브유, 난황유) 도포군 설정이 빠져있어 실제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효능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세밀한 고찰이

불가하였고, 효과 유무에 대한 실험에 국한되어 개원가에서 일반

인을 대상으로 加減紫雲液의 진정 효과를 알리는 수준에 머물렀

으므로 추후 기전 연구를 비롯한 더욱 확장된 연구를 통해 加減紫

雲液이 韓方 美容․成形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길 기대해 본다.

결 론

자외선 자극 후 加減紫雲液 도포 유무에 따른 피부 홍반 변

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ulti-port solar simulator를 이용한 인공 자외선 조사는 피부 시

험부위의 하위구역에 균등한 홍반반응을 유발시켰다. 자외선 조

사부위의 홍반(a* value)은 加減紫雲液 1차 도포 후 24시간, 48시

간이 지나자 무도포부에 비하여 도포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감

소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 본 연구를 통해 加

減紫雲液이 자외선으로 유발된 홍반에 대한 진정 효과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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