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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soflavone extract on erythema and pain mitigation during a relatively stronger

seaweed peeling massage. For a single-blinded test, 20 participants of the control group (the left half of the face) were treated with 0.5

ml distilled water, followed by five minutes of seaweed peeling massage. After the end of the seaweed peeling massage of the control

group, the test group (the right-half of the face) was treated with 0.5 ml isoflavone extract, followed by five minutes of seaweed peeling

mass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test group in terms of erythema, pain, and changes in temperature(sense of heat) showed that, after seaweed peeling, the group that

was treated with isoflavone extract showed lower erythema (p<0.01), pain (p<0.001) and changes in temperature (sense of heat)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s for the erythema, it could be confirmed visually that the control group had it worse. Second, after the

seaweed peeling in the face for the control group and test group the findings of the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in objective

pain (in the face, voice, and perspiration) showed that following the seaweed peeling, the test group that was treated with isoflavone

extract had a lower level of objective pain (face (p<0.001), voice (p<0.001), perspiration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during a relatively stronger seaweed peeling, isoflavone extracts were effective in mitigating

erythema, pain, and the sense of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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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미용 시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위한

시술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Park & Noh,

2014). 이러한 피부개선 시술 시 홍반 또는 통증을 동반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특히 홍반은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불

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Kim et al., 2011). 

해초필링 마사지는 해초의 상처회복, 보습, 항 노화 효과를

이용한 필링 방법으로(Jung & Kim, 2006) 효소 필링과 물리적

필링을 합친 복합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해초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며 다량의 미네랄을 피부에 보충해 줌과 동시에 상처 재

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링 시 불필요한 각질이 탈락

됨에 따라 보습력도 증가되어 피부에 탄력을 증가시키며, 여드

름의 개선 및 치료 목적이나 여드름 자국, 혹은 흉터를 개선하

며, 기미나 잡티 및 넓은 모공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다. 해초필

링은 현재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노화피부 개선, 모공,

잡티, 여드름, 여드름 자국 등의 개선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해초필링은 피부관리실에서는 보다 저농도로, 피부과에서는

보다 고농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Park(2010)의 피부과와

피부 관리실 등 여성들의 필링 사용실태 연구에 따르면 총 398

명 중 해초필링 마사지를 피부과에서 20.6%가 피부 관리실에

서 25.6%가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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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9)의 해초스케일링과 글리콜산 필링이 여드름과 색

소침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Park(2014)의 해초필링과

글리콜산 필링의 모공 각화증 개선 비교연구 등 해초필링을 이

용한 다양한 피부개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링의 효과

검증과 함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Oh(2013)는 약초필링을 통해 홍반의 감소, 수분의 증가, 수

분손실의 감소, 거칠기의 감소 등의 피부개선 효과를 검증하였

고, Lee(2010)는 글리콜산 필링을 통한 피부개선 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러나 필링 후 그 효과로 인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작용

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필링의 사후관리에 대

한 관심도 높아졌다. Kim(2008)의 연구에서 문제성 피부의 치

료 목적으로 피부과 병의원을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시행한 결과, 문제성 피부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는 화학 필

링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가 홍반, 색소침착, 파인 흉터 등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얼굴에 해초필링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모공축소, 홍반의 감소, 수분의 증가 등의 피부개선 효과를 대

체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초필링 시 나타나는 단점으로는 해

초필링 마사지 전후 나타나는 통증, 홍반, 열기, 경우에 따라선

색초침착, 흉터 등이다. 

피부개선을 위해 시술을 진행할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병원에서는 국소마취크림을 사용한다. 리도카인

은 국소마취크림을 대표하는 성분으로 정맥천자, 주사, 피부과

나 성형외과 시술 시 좀 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하지만 국소마취크림은 피부에 침투 시 30분 이상

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화학적인 성분으로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Jung et al., 2008). 이

러한 마취크림은 주로 병원에서 사용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란 약물이 침투되면 주변의 신

경 전도를 가역적으로 차단시켜 감각의 소실을 일으키는 것으

로 주사제, 크림, 젤, 스프레이, 용액 등 다양한 형태의 국소마

취제가 출시되고 있다(Kim & Yoon, 2013). 현재 피부과 시술

이나 정맥 천자, 정맥주사 등에 통증을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소마취 크림(eutectic mixture of local

anesthetics)은 유효성분이 리도카인(lidocaine)이며, 프릴로카인

(prilocaine)의 혼합물이다(Jung, 2014). 국소마취 크림의 주성분

인 리도카인은 체내에서 빨리 대사되며 리도카인의 염산염은

종전의 국소마취약보다 작용이 신속하게 나타나 주사용 마취

제로는 물론 표면마취제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리도카

인은 voltage-gated Na+ channel을 억제하여 신경흥분의 발생

및 전도를 억제함으로 국소부위에 마취 작용을 나타낸다(Lee,

2000). 

한편,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

조를 취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계 물질로 에스트로겐의 역할

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다. 콩류에는 대부분 함

유되어 있으며, 보통 대두에서 추출하여 사용한다(Kim, 2010).

콩의 생리활성 물질로는 이소플라본, 레시틴, 펩타이드, 아미노

산 등이 있다. 이 중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성질

로 피부에서의 효과도 보고되어, 인체 각질형성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히알루론산의 발현을 증가시켜 히알루론산의 감소로

인한 피부의 변화를 막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You & Moon, 2016). 또한 이소플라본은 피부 진피층에서의

점다당질과 히알루론산을 증가시켜 보습을 유지하고, 각질층

의 방어막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Shah & Maibach, 2001). Kim

(2010)의 연구에서도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키며 조골세포를 증

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로 인한 건조감이나 보습 저하 등

에도 이소플라본은 효과적인 보습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 내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소

플라본의 이러한 효능으로 진피층 깊숙이 진행된 구조적 피부

건조감이나 노화 가속 등을 방어할 수 있고, 건조로 인한 피부

면역기능 저하 등의 완화 효과가 있다(Shah & Maibach, 2001).

이와 같은 많은 세포 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항염증, 면역기능 저하의 완화 등

의 효과를 나타내며,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 반응의

전사자인 NF-κB 활성을 억제시키는 효능도 있다(Choi, 2003).

감초의 성분은 뿌리와 줄기에 함유된 triterpenoid saponins 계

통인 glycyrrhizin 또는 glycyrrhizic acid가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으며(Hsu et al., 1996; Huang, 1998), 뜨거운 물에 잘 용해된

다(Shin, 2010). 감초의 활성성분 중 하나인 사포닌의 계면활성

적 특성으로 흡수가 약한 약물의 흡수를 촉진 시키는 역할로도

사용되고 있다(Im & Lee, 2007; Asl & Hosseinzadeh, 2008).

이와 같이, 필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과 피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해초필링 시 이소

플라본을 국소마취크림 대용으로 사용한 예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과 시술 중 물리적 자극에 의한

홍반 및 통증 등을 동반하는 해초필링을 시행 시, 연구대상자

에게 피부과 병, 의원 등에서 일반적으로 피부개선을 위한 시

술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국소마취크림과 이소플

라본 추출물을 바른 후의 홍반 및 통증 등의 차이를 살펴봄으

로써, 이소플라본의 홍반 및 통증 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여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이소플라본 용액제조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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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 2019-70호(2018.08.23.일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전문 2-10에 고시된 재료로 일일 섭취 24-27 mg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화장품 원료로 소이아이소플라본(soy isoflavone)으로 고시 되

어있다.

이소플라본의 비배당체인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글리시

테인은 95% 에탄올에 용해되므로(Zhang et al., 2007; Wu et al.,

2010), Sigma사로부터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글리시테인을

각각 구입하여 주정(에탄올 95%)에 녹였을 때 투명하게 녹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소플라본 추출액에 사용된 이소플라본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S사의 대두이소플라본을 사용하였으

며 비배당체 형태이다. 비배당체의 이소플라본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10 tablet을 주정(95% 에탄올) 100 mL로 24시간 추출한

뒤 원심분리기(2000 ×G, 10 mim)로 난용성 물질을 제거하였다

(Zhang et al., 2007). 녹말 등의 난용성 물질들은 주정으로 이소

플라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부형물로 제거되었다. 획득한 이

소플라본 비배당체 용액의 건물중량은 3.15 mg/mL이었으며,

감압농축을 통해 용매를 제거하였다.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농축한 후 에탄올의 농도가 4% 이하가 되도록 감초 추출물을

첨가하였다. 감초 추출물은 경남산천에서 생산한 감초로 안양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Kim, 2003;

Shin, 2010; Jegal, 2017). 감초 100 g을 물 1000 mL에 넣고

100oC로 30분간 끓여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추출한 감초

추출액(사포닌 함유)용액은 감압 농축하여 수분을 제거한 뒤

에탄올 4 mL로 재 용해시켰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이소

플라본 비배당체와 감초 사포닌 용액 4 mL를 혼합한 뒤 증류

수를 이용하여 100 mL로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1

인에게 0.5 mL를 한쪽 얼굴에 도포하였다. 이소플라본 0.5 mL

속에는 약 3 mg/mL이므로 1.5 mg정도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눈 아래부터 아래턱 부위까지

양쪽 뺨을 왼쪽 대조군 오른쪽 실험군으로 구분하여 처리 하였

으며 한쪽 뺨 75.4 cm2(17.5%)정도이다(Yoon et al., 2008).

2) 국소마취크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소마취크림은 전문의약품으로 분

류되어 있는 엠라크림(EMLA cream 5%)과 아네스크림(ANES

cream)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에스엠크림

(SM cream)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국소마취크림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엠라크림과 같은

리도카인 성분이며, KMLE 약품/의약품 정보원에 전문의약품

으로 분류되어 있다. 복지부 121-국소마취제로 분류되어 있으

며, 식약청 품목기준코드 19990160이고 연구 대상자 1인에게

5 g을 한쪽 얼굴에 도포하여 사용하였으며 국소마취크림의 경

우 사람 얼굴 면적의 한쪽 면 15 g이하(의약품안전평가과 권장)

로 사용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한쪽 얼굴 면에 사용하는 국소

마취크림의 경우 5 g을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국소마취크림은

의사가 적용부위 및 마취시간 등을 처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하

였다. 

3) 해초필링

 해초필링제는 깊은 바다에서 추출한 해초 가루를 활성 성분

과 함께 사용하며, 효소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심해의 바다 속에서 채취한 해초식물과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추출한 미네랄(Dead Sea’s minerals)과 미량원소(trace elements)

및 미세한 암석 가루로 구성되어 있다. 해초필링은 오일 베이

스에 혼합된 천연 성분인 해초 파우더를 피부에 도포하고 5-15

분 정도를 물리적인 방법(massage)을 적용해주게 되면 해초의

미세침 성분(유기칼슘, 규산)이 피부에 연마작용을 하여 필링

이 된다(Kim, 2000; Kim, 2009; Kim et al., 2012). 이때 필링의

깊이는 마사지하는 강도와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시술자의 숙

련도나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골고루 필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숙달된 전문가가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필링 시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시술 직후 2-3일간 얼굴이 붉게 되고 보

통 2-3일 후부터는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해 2-3일간 지속되지

만 평균 5-6일이면 거의 각질이 벗겨진다(Lee et al., 2009; 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해초필링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홍반 및 통증

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Kim(2009)의 선행연구에서

해초필링 마사지 시 도포 양 2 mL이하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

의 한쪽 얼굴에 각 1 mL씩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30~50대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

녀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

준은 Dermacatch®로 연구 대상자들의 얼굴 피부의 홍반 및 멜

라닌 지수를 측정하여 피츠패트릭 분류에서 phototype I/II에 해

당하는 홍반 지수 400-450, 멜라닌 지수 450-500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근 1개월 이내 필링 또는 레이

저, 피부박피 등 피부과 치료 및 피부 관리를 받지 않은 자, 1년

이내 선탠을 하지 않거나 임신 중 또는 수유중이지 않은 자, 콩

알레르기 또는 리도카인 또는 프릴로카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대상자만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후 연구 동의서 작성 순서

대로 연구대상자의 얼굴 왼쪽(국소마취크림 도포)을 대조군(20

명)으로 실행하고 이들의 얼굴 오른쪽(이소플라본 추출물 도

포)을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7001355-

201911-HR-350)을 받은 후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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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실험은 대조군으로 국소마취크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서

울의 ‘G’피부과에서 시행하였으며, 실험 전 피부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값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클렌징 제

품을 제공하여, 이중 세안을 하게 한 후 Kim(2017)과 Lee

(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내 환경 조건을 온도 22-24oC, 습

도는 40-60%를 유지하는 항온, 항습의 측정 장소에 입실하여,

실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20분간 대기 후 얼굴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얼굴 홍반을 3회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얼굴

왼쪽(대조군)에 국소마취크림을 5 g 도포하고, 얼굴 오른쪽(실

험군)에는 연구 대상자에게 단일맹검을 하기 위해 국소마취크

림과 같이 냄새가 없고 색상이 같은 수분크림 5g을 도포하였

다. 30분대기 후 동일한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여 세안하게 하

고 피부과 전문의가 해초필링 마사지 시술 전 연구 대상자들의

대조군(얼굴 왼쪽)에 단일맹검을 위한 증류수 0.5 mL를 도포

후 5분 뒤 해초필링 마사지를 5분간 진행하였고, 대조군의 해

초필링 마사지가 끝나고 실험군(얼굴 오른쪽)에 이소플라본 추

출물 0.5 mL를 도포 후 5분 뒤 해초필링 마사지를 5분간 진행

하였다. 이때 이소플라본의 통증완화 효과는 사전실험에서 도

포 후 5분 후부터 통증완화 효과가 나기 시작하였으며, 30분에

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소플라본을 피부에 도

포 후 5분 뒤 해초필링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마사지 중간 연구

대상자들에게 현재 느끼는 통증을 표시하게 하였으며, 지정 1

인이 대상자들의 객관적 통증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였고, 마

사지가 끝난 후 얼굴 홍반을 3회, 피부온도를 3회 측정하고 30

분간 진정 후 실험 시 자극에 대한 설문 및 홍반을 3회 측정하

였다.

1) 얼굴피부 홍반 측정

얼굴 피부의 홍반 측정은 Dermacatch®(Colorix, Suisse)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색도계로 공처럼 생

긴 입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여 홍반의 정도를 수치화해

준다(Baquie & Kasraee, 2013). 센서를 피부 표면에 접촉시켜

피부 표면의 홍반의 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0-999

까지 이고 붉은 정도가 강할수록 홍반 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홍반측정은 눈동자 중앙에서 수직 아래로 코끝과 일직선이 되

는 부분을 대조군과 실험군을 각각 3회씩 실험 전과 실험 직

후 및 30분 뒤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얼굴피부 통증 측정

해초 필링 시술 시 연구 대상자가 느끼는 얼굴의 통증을 측

정하기 위해 통증척도(pain scale)을 사용하여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통증척도는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병원 등에서 환자의 통증과 관련된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통증의 척도는 대표적으로 NRS(number rating scale)와 VAS

(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한다. NRS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 개념을 이해하는 12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하며, 1-10까지

의 통증을 경도(1-4점), 중등도(5-6점), 중증(7-10)점으로 구분

한다. 이것은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3단계 진통제 사용지

침에서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HOSPITAL NURSES ASSOCATION, 2010). 또 다른 통증척

도 VAS(visual analog scale)는 시각적 사상척도로 0 mm에서

100 mm까지의 수평선상 위에 대상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통

증의 수준을 수평선상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여 표시된 부분까

지 자로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것이다(Oh, 2009). 본 연구에서

는 선행 연구 Oh(2009)와 Seo(2012)의 논문에서 정맥바늘 삽입

시 리도카인 국소마취크림 도포가 소아 환자들의 통증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VAS통증척도를 사용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30세 이상인 성인 남녀로

12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사용되는 NRS(숫자펑정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통증의 측정은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였으며 해초필링 마사지 중간과 마사지 종료 30분

후 측정 하였다.

3) 얼굴피부 피부온도(열감)측정

얼굴 피부의 온도는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Cheerman® DT-

8530,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광학센서를 통해 방출된

적외선이 피 측정물에 반사되어 수집된 에너지가 디텍터에 감

지되며, 이를 온도 데이터로 변환하여 LCD창에 측정값을 표시

한다. 측정의 범위는 –50~530oC(-58~986oF)이다. 피부 온도의

측정은 해초필링 마사지 시작 전과 마시지 종료 직후, 마사지

종료 30분 후 양쪽 볼 부위(눈동자 중앙에서 수직 아래로 코

끝과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4) 객관적 통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객관적 통증은 3항목 29문항으로 Park

(1994)이 개발하고, Oh(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객관적 통증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수술 전 자가 수혈 혈액 예치 시

주사 바늘에 의한 통증에 국소마취크림을 적용하여 통증을 완

화시키는 연구에서 사용된 통증행위 대조표로 얼굴 표정 10문

항, 음성변화 8문항, 발한 정도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얼굴표

정은 0=‘얼굴 표정이 없다’, 1=‘이미를 찡그린다, 눈을 크게 뜬

다, 코를 벌름거린다, 입을 벌린다’, 2=‘눈을 꼭 감는다, 입을 꽉

깨문다’, 3=‘이를 간다’, 4=‘입술을 깨문다’로 측정되었고, 음성

변화는 0=‘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 정상 음성으로 말한다’,

1=‘약간 흥분된 음성으로 말한다, 침울한 음성으로 말한다’,

2=‘가볍게 한숨을 쉰다’, 3=‘신경질적인 음성으로 말한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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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거린다(아야아야)’, 4=‘크게 신음 소리를 낸다’로 측정되어

0-4점의 범위를 가진다. 발한정도는 0=‘발한이 없다’, 1=‘이마,

손바닥, 양쪽 볼, 코 주위, 입 주위가 축축하다’, 2=‘이마, 손바

닥, 양쪽 볼, 코 주위, 입주위에 땀방울이 맺힌다’로 0-2점의 범

위로 얼굴표정, 음성, 발한의 객관적 통증은 0점-46점의 범위를

가진다. 피부과 전문의 시술 시 1명의 지정인이 시술 중간에의

연구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3.0과 그래프는

SigmaPlot 10.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속성 변수는 평균값

±표준편차(mean±SD)로 표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

(%)로 표기하였다. 유의확률 p 값은 0.05 미만(p<0.05)일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해초필링 마사지를 시행할 때 연구대상자의 홍반,

온도(열감), 통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연구대상자의 왼쪽 얼

굴에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군과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그룹을 실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예비실험에서 Sigma

사의 비배당체 다이드제인, 글리시테인, 제니스테인을 홍반과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지 주정에 녹여 실험한 결과 모두 홍반과

통증억제능을 타나내었다. 그러나 감초 추출물 단독으로는 홍

반과 통증 억제능이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은 화장품에서 사

용하는 에탄올 4%이하의 이소플라본 함유 감초 추출물로 해초

필링마사지에 적용하였다. 감초 추출물은 물에 대해 불용성인

이소플라본을 녹이기 위해 사포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홍반, 온

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각 집단

은 동질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통증의 경우 대조군과 실험

군에서 실험 실시 전으로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2. 해초필링에 따른 홍반지수 변화 

홍반은 피부의 발적(redness)과 충혈(hyperemia)을 뜻하는데

정상적인 피부색을 나타나게 하는 진피 유두부 모세혈관이나

유두하 정맥총(subpapillary venous plexus) 등의 작은 혈관들의

혈류 증가 혹은 주변조직의 변화로 인한 작은 혈관의 가시도

(visibility)의 변화로 발생한다(KDA, 2008). 홍반은 주름 또는

기미와 같은 피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요한 피부 측정

으로 이용된다(Lee et al., 2018). 홍반이 있는 피부 부분을 누르

면 일시적으로 붉게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지만, 다시 손을 놓

으면 붉어진 원상태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으며 붉게 보인다는

특징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Oh & Kim, 2016).

얼굴홍조(홍반)증은 진피 내 가는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후

수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며, 자외선이

나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면 피부 아래에 있는 교원섬유와 탄력

섬유들이 변성 및 손상되어 혈관수축 상태를 지탱하지 못하고

쉽게 확장되어 나타난다(Sim, 2013).

본 연구는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연구대상자의 홍반 변화를

알아보고자 대조군과 실험군의 홍반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Table 2와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홍반이 나타

나기 전 대조군은 430.70±12.30, 실험군은 429.95±14.04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초필링 후, 대조

군의 홍반은 444.90±11.68, 실험군은 434.90±11.38로 실험군이

약 10.0 낮은 수치를 보였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 대조군은 홍반

이 심하게 고루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는 모두 덜하였으나 사람마다 편차가 대조군보다 심하였다.

Fig. 1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홍반 정도가 육안 상 확실히 차이

가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

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군에 비해 해초필링 후 홍반 정

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홍반이 나타난 후, 30분이 지

난 시점에서 대조군은 444.35±13.82, 실험군은 433.75±12.22로

나타나 실험군이 10.6 낮은 수치의 홍반을 보였고,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때도 홍반에

대한 변화는 육안으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소

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

Table 1. Homogeneity verification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erythema, skin temperature, pain)

Group(M±SD)
t(p)

Cont.(n=20) Exp.(n=20)

Erythema Index (EI) 430.70±12.30 429.95±14.04 .180(.858)

Skin temperature (oC) 34.13±0.15 34.12±0.34 .305(.776)

Pain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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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에 비해 해초필링 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도 홍반 정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해초필링 후 자극에 대한

설문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직접 거울을 보고 대조군은 “빨갛

다”, 실험군은 “별로 빨갛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해초필링 후 홍반 변화에 대한 차이는 다음

의 Fig. 1과 2와 같다.

홍반은 온도의 차가 심한 기후의 조건이나 자극적인 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나타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

극에 의해 혈관의 확장으로 모세혈관벽이 확장되며 염증을 동

반한 통증이나 부종이 동반 될 수도 있다(Rim et al., 2001). 홍

조는 일과성(일시적) 홍반의 한 형태이며, 특히 얼굴홍조(얼굴

홍반)는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KDA, 2008).

Murkies et al.(1995)은 폐경 후 여성의 vasomotor 증세인 얼

굴 홍조를 연구했는데 대두분 45 g을 섭취한 군이 빠르게 증세

가 감소하였다. 또한 Albertazzi et al.(1998)은 폐경 후 얼굴홍조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 60 g의 분리대두단백(76 mg의 이소플

라본)과 대조군으로 카제인(placebo)을 섭취시켰을 때 대두단

Table 2.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erythema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Erythema index (EI)
Group(M±SD)

t(p)
Cont.(n=20) Exp.(n=20)

Before 430.70±12.30 429.95±14.04 .180(.858)

After 444.90±11.68 434.90±11.38 2.743(.009**)

After 30 min 444.35±13.82 433.75±12.22 2.570(.014*)

*p<.05, **p<.01

Fig. 1. Changes in erythema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p<.05, **p<.01

Fig. 2. Changes in erythema after seaweed p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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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섭취군에서 2주 내에 갱년기 증세(얼굴홍조)가 45%정도

감소하였고, 부작용은 대조군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본 실험에서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군과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에 따라 해초필링 후 홍반의 차이를 검

증한 결과, 홍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

히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그룹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

한 그룹보다 홍반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Min et

al.(2019)의 연구에서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함유한 수면 팩이

홍반과 같은 자극 및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KDCA(2015)에서는 폐경기에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카테콜아민

(catecolamine)을 카테콜-에스트로겐이란 물질로 변화하여 혈관

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카테콜아민을 억제함으로써 혈관

의 수축과 얼굴홍조 증상을 막아 준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해초필링에서도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으로 여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의 혈관수축 작용과 동일한 효

과를 타나낸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해초필링 마사지 시, 국

소마취크림보다는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홍반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해초필링에 따른 피부 온도 변화

피부 온도는 혈액에 의해 체심부 또는 피하조직으로부터 피

부로 운반되는 열량에 의해 결정되는 체표면의 온도를 말한다

(Kang, 1992). 피부의 온도는 체내의 온도보다 낮으며 부위, 의

복, 외계의 온도나 통풍, 피부의 혈행 등에 따라서 변한다

(KDR, 1996).

본 연구는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연구대상자의 피부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대조군과 실험군의 온도 변화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다음의 Table 3과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해초

필링 마사지 종료 후, 얼굴의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의 온도는 36.05±0.54, 실험군은 35.58±0.36으로 실험군이 약

0.47oC 낮은 수치의 온도를 나타내었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30분 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얼굴의 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실험결과 이소플라본 추출

물을 도포한 실험군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군에 비해

해초필링 후 얼굴의 피부 온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해초필링 후 자극에 대한 설문에서 연구 대상자 들은

대조군은 “화끈거리고 따갑다”, 실험군은 “화끈거림이 없다”라

고 답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해초필링 후 피부온도 변화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Fig. 3과 같다.

자율 신경계의 불안정으로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정상

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혈액의 공급이 불안하여 갑자기 뜨

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라 열감이 생기고

땀이나 얼굴의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부의 온도가

상승한다(Jung, 2009).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안면홍조가 눈

에 띄기 시작하고 열감이 느껴진다(Son et al., 2018). 피부온도

의 차이는 0.3oC 이상의 온도차는 의의 있는 것으로 1.0oC 이상

이 온도차는 기능적 이상을 강력히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The Korean Society of Thermology, 2003). 혈관의 확장과 증

가된 혈관의 투과성으로 백혈구는 손상 받은 곳으로 이동하며,

피부의 증가된 따뜻함(열감)은 모세혈관의 확장과 혈관을 통한

혈류의 느려짐에 기인하고, 함께 동반되는 종창(swelling)은 투

과성이 증가된 혈관으로부터 체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

생한다(Leonard & You, 2017). 열이 올라 갈 때는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관류량(perfusion volume)이 증가하고, 반

대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관류량을 감소시켜 열이 발산되는

것을 억제한다(SEVERANCE CARDIOVASCULAR HOSPITAL,

Table 3.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kin temperature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Temperature (oC)
Group(M±SD)

t(p)
Cont.(n=20) Exp.(n=20)

Before 34.13±0.15 34.12±0.34 0.305(.776)

After 36.05±0.54 35.58±0.36  2.952(.005**)

After 30 min 35.90±0.21 35.46±0.39  2.211(.058)

**p<.01

Fig. 3. Changes in temperature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
mental group.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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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열감이 있는 부위는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며 통증을 동

반하기도 한다(Lim, 2004).

Jo(2015)의 연구에서 1064 nm Nd:YAG 레이저 조사 시 자극

받은 피부의 표면 온도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

며, Kim(2011)의 CO2 레이저 출력과 조사주기의 변화에 따라

피부 조직의 순간 온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피부의 온도 상승으로 열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해초필링 후, 얼굴

의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피부의 온도

가 낮고 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Lee(2019)에 따르면 열은 피부 노화에 기여하는 환

경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열적 손상이 피부를 자극하면 새로운

혈관 생성이 촉진되고,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세표의

DNA의 산화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Li

et al.(2018)의 엉덩이 피부 임상실험에서는 피부의 온도가 올라

가면서 탄력섬유들이 피부 속에서 변형되어 뭉치게 되고 진피

층에 MMP-12(matrix metalloproteinases-12) 물질이 출현하여

fibrillin-1의 변이가 표피에 생성되면서 피부의 두께가 감소되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피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버드대 연구팀은 여

성 147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각각 40

mg, 60 mg, 플라세보를 복용한 결과 일과성 열감이 52%, 51%,

39%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Shin, 2009).

이소플라본도 혈관수축의 기능으로(KDCA, 2015) 피부의 온

도 상승을 저해하고 열감을 덜 느끼게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는 Lee(2011)의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포함된 두피개

선제를 사용할수록 두피의 열감이 더 낮아졌다고 검증한 결과

와 같은 경향이다. 따라서 피부과에서 해초필링 시술 시, 시술

로 인한 열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국소마취크림보다는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해초필링에 따른 통증 변화

통증은 임상에서 치료 과정이나 검사과정에 의해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Brekken & Sheets, 2008). 또한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으로서 통증

을 경험하는 사람이 호소할 때마다 존재하며 표현을 하는 그

자체이며(McCaffery, 1979), 실제적, 잠재적인 조직 손상 또는

피해 등으로 말 할 수 있는 불쾌한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말하

며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다(Lee, 2002).

본 연구는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연구대상자의 통증 변화를

알아보고자 대조군과 실험군의 통증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Table 4와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해초필링 마

사지 3분경과 시, 통증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대상자가 인지

하는 통증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의 통증은 5.30±0.73, 실험군

은 3.25±0.55로 실험군이 약 2.1 낮은 수치의 통증을 보였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체

로 해초필링 마사지 3분경과 시, 해초필링 후 자극에 대한 설문

에서 연구대상자들은 대조군은 “아프다”, 실험군은 “별로 아프

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

한 대조군에 비해 해초필링 후 통증을 인지하는 정도가 더 낮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증이 나타난 후, 30분이 지난 시

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통증은 ‘0’으로 나타나 두 집

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의 통증의 차이는 다음 Fig. 4와 같다.

통증은 말초신경에 위치한 통각수용기가 자극됨에 의해 시

작되거나 말초신경계나 중추신경계의 손상 또는 기능 장애에

서 비롯된다(Woolf & Mannion, 1999). 대부분의 고통은 자극

이 사라지거나 신체의 손상이 회복됨과 동시에 사라지며 때로

는 그 후 까지도 지속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어떤 자극이나

병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Raj, 2007). 감각적인 고통은 열에 의한 자극, 기계적 자극 또

는 화학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Fishman et al., 2001). 압통과

통증은 손상이나 자극을 받은 곳에서 감각신경말단을 자극하

는 것에 대한 이차적인 반응이다(Leonard & You, 2017).

Kim(1999)의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 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소도포 마취제인 엠라크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

켰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레이저 치료나 그와 유사한 외부

의 자극에 의한 통증을 동반하는 시술 시 국소마취크림의 사용

을 권장하였다. 또한 Oh(2009)와 Seo(2012)의 정맥바늘 삽입

시 국소마취크림의 도포가 소아 환자들의 통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국소마취크림 도포 시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소마취크림의 경우 화학

적인 성분으로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며, 피부에 침투 시 30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Jung et

al., 2008).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그룹과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그룹에 따라 해초필링 후 통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증은

Table 4.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pain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Group(M±SD)
t(p)

Cont.(n=20) Exp.(n=20)

Pain 5.30±0.73 3.25±0.55 10.006(.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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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소플라본은 천

연 성분으로 피부에 바로 흡수되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타

나냈으며, 특히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그룹이 국소마취

크림을 도포한 그룹보다 통증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3)의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

몬 변화로 인한 월경 전 증후군에 따른 다양한 통증인 수면 장

애 개선, 허리통증 개선, 불안감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한 결과

와 같은 경향이다. 또한 Kim & Han(2015)의 연구에 월경 전 중

후군과 월경통증 VAS 5 이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8주간 이

소플라본을 하루 500 mg복용하게 하고 백수오 6 g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이소플라본을 복용한 그룹과 백수오를 복용한 그룹에

서 모두 유의한 월경통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불

편감과 월경통으로 인해 일상 활동이나 사회적, 직업적 활동

등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하였다.

Barnabei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FDA 승인) 복

용 시 전신통증이 49.3%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관절통과 요

통의 완화에도 상당한 유효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소마취

크림은 감각신경의 신경의 말단 섬유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신

호를 차단하여 효과를 나타내며(Lee et al., 2011), 이소플라본

추출물도 이와 유사한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피부 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해초필링 마사지 시

이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국소마취크림보다는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통증저하에는 더 좋은 방

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해초필링에 따른 객관적 통증 변화

통증은 통각(nociception), 통증인식(perception of pain), 고통

(suffering), 통증행동(pain behavious)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통

각은 조직의 손상 등의 자극이 특화된 수용기(receptor)를 통해

감지되는 것이고 통증인식은 사람의 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것

으로 주로 악성 자극에 의해 일어나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은 아니다. 고통은 통증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공

포,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도 야기 될 수 있으며, 통증행동이란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 그 사람의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데 대표

적으로 ‘아야’하고 말하거나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Loeser & Melzack, 1999). 앞에 언급한 통증은 연구대

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을 측정한 것이며. 객관적 통증은

제3자가 연구대상자의 해초필링 마사지 시술 시 보이는 얼굴,

음성, 발한 등의 변화를 보고 객관적 통증 문항에 따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연구대상자의 객관적 통증

(얼굴, 음성, 발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Table 5와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객관적 통증을 살펴보면, 해초

필링 후, 대조군의 얼굴의 객관적 통증은 2.05±0.76로 눈을 감

거나 입을 꽉 깨무는 통증을 느꼈고, 실험군은 0.25±0.44로 얼

굴 표정이 거의 없는 통증을 나타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얼굴의 객관적 통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초필링 후, 대조군의 음성의 객관적 통증은 2.50±0.89로 약간

한숨을 쉬며, 신경질적인 음성을 나타내는 통증을 보였고, 실

험군은 0.25±0.55로 거의 정상 음성으로 말하는 통증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음성의 객관적 통증 수

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초필링 후, 대조군의 발한

의 객관적 통증은 0.55±0.83으로 약간 이마, 손바닥 등이 축축

한 통증을 보였고, 실험군은 0.05±0.22로 거의 발한이 없는 통

증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이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군에 비해 발한의 객관적 통증 수

Fig. 4. Changes in pain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p<.001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objective pain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Objective pain
Group(M±SD)

t(p)
Cont.(n=20) Exp.(n=20)

Facial expression change 2.05±0.76a 0.25±0.44 9.152(.000***)

Voice change 2.50±0.89b 0.25±0.55 9.629(.000***)

Sweating 0.55±0.83c 0.05±0.22 2.614(.013*)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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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초필링을 시행할 때 대조군

과 실험군의 객관적 통증의 차이는 다음 Fig. 5와 같다.

객관적으로 통증을 측정하는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행위

를 파악해야 한다. 얼굴표정의 관찰은 급성통증에 대한 즉각적

이고 가장 일관성 있는 반응이며, 짧은 통증은 자극에 대한 초

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통증 사정에 유용하다(Yun & Cho,

2000). 또한 음성 변화의 측정과 발한정도의 확인은 통증을 느

낄 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중의 하나이므로 함께

측정하게 된다(Choi & Kim, 2001). 

Seo(2012)와 Oh(2009)의 자가수혈 및 중심정맥포트 바늘 삽

입 시 통증인지와 통증반응 연구에서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실험군이 아무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객관적 통증정도

에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후 시행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통증의

감소로 인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객관적 통증이 더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

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여 에스트로겐의 역할

을 대행할 수 있는 물질로, 호르몬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예

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 것(Lee et al., 2002; Amato et al., 2013)

에 의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이소플라본 추출물은 여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여성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통증과 자극에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해

초필링 시술 시, 얼굴, 음성, 발한과 같은 객관적 통증을 완화하

기 위해서는 국소마취크림보다는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사용하

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피부관리실 혹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해초

필링의 부작용 완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 개

선을 위해 시행하는 해초필링은 물리적 자극에 의한 홍반 및

통증 등을 동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은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실험군은 이소플라본 추출물 도포 후 해초필링 마사

지를 시행하여 홍반, 통증, 열감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해초필링 전 대조군과 실험군의 홍반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며, 해초필링 마사지 후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약 10.0

낮은 홍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p<.01). 실험 30분 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약 10.6 낮은 홍반 수치를 나타내었다(p<.05).

이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홍반의 정도가 더 낮은 것을 의

미한다. 육안으로도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모두 홍반이 심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초필링 마사지 후 연구대상자의 피부온도 차이를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약 0.47oC 낮은 피

부온도 수치를 나타내었고(p<.05), 이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얼굴의 열감이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해초필링 마사지 시 연구 대상자들의 통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약 2.1 낮은 통

증 수치를 보였다(p<.001). 이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통증

을 인지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해초필링 마사지 시 연구대상자의 객관적 통증을 측정

한 결과, 얼굴의 객관적 통증은 대조군은 눈을 감거나 입을 꽉

깨무는 통증을 느꼈고, 실험군은 얼굴 표정이 거의 없는 통증

을 나타내었으며(p<.001), 음성의 객관적 통증은 대조군이 약

간 한숨을 쉬며, 신경질적인 음성을 나타내는 통증을 보였고,

실험군은 거의 정상 음성으로 말하는 통증 정도를 나타내었으

며(p<.001), 발한의 객관적 통증은 대조군이 약간 이마, 손바닥

등이 축축한 통증을 보였고, 실험군은 거의 발한이 없는 통증

정도를 나나타냈다(p<.05). 이는 국소마취크림을 도포한 대조

군보다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이 객관적 통증 수

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초필링 후 자극에 대한 설문에서 연구대상자 들은 통증에

서 대조군은 “아프다”, 실험군은 “별로 아프지 않다”, 홍반 대

조군은 “빨갛게 보인다”, 실험군은 “별로 빨갛게 느껴지지 않

는다”, 열감 대조군은 “화끈거리고 따갑다”, 실험군은 “화끈거

림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해초필링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재생되어 비교적 매끈한 피부로 바뀌지만, 이때 부작용으로 홍

반과 열감이 나타나며, 통증이 따른다. 그리고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크림을 사용해도 고통이 좀 줄어드는 정도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증과 홍반 등의 억제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Kim, 2010; 2013)의 유사물질이면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소플라본의 사용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해초필링 마사지 시 실제 적용한 결과 홍반, 열감, 통증

에서 국소마취크림보다 유의적인 억제능을 보였다. 즉 피부에

도포 시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Fig. 5. Changes in objective pain between the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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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한 해초필링 마사지도 이소플라본을

전 처리하면 피부 관리실에서도 누구나 쉽게 보다 강한 해초필

링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통증을 느낄 정도의 해초필링 마사지를 할 때는 국소마

취크림보다 이소플라본 추출물을 도포한 후에 해초필링 마사

지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라직할 것으로 보여, 이소플라본

추출물은 해초필링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기에는 연구시간이 짧았다는 점, 실험 대상자

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과 대상이 넓은 연령대를 대표하

지 못했다는 점 등의 아쉬운 면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만

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차후 부족한 점

을 보완하여 연구기간의 설계와 실험대상의 연령대를 다양화

하고 이소플라본 추출물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피부개선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

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를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피부미용 산업에서 해초필링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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