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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금연 관련 제품, 다이어리 등 ‘신년 결심 상품’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 만큼 신년이 되면 다이어트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결심을 한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 패턴과 크게 차이 나는 계획보다는 지킬 수 있는 작은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새해 맞이 피부 관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피부관리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

는데 작은 생활습관으로도 1년 동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봄은 날씨가 점차 따듯해지면서 신체 리듬이 활발해지고 지성피부의 경우 피지선이 발달하여 피지분비가 많아

져 각질층도 두꺼워진다. 반면 건성 피부는 보습력이 떨어지고 각질세포 간의 결합력이 약해져 각질이 일어나 적

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각질 제거는 자신의 피부상태에 맞

춰 주 1~2회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봄철에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영양공급을 위해 화장품을 듬뿍 바

르거나 한 번에 여러 제품을 바꿔 사용하는데 묵은 각질과 다량의 화장품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

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외선, 황사, 꽃가루 등의 외부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피부 청결과 건강을 위해 규칙

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은 더위와 땀, 늘어나는 피지 분비 등으로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계절이다. 

  여름철 피부관리에 있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만 지켜도 건강한 피부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세안은 덥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서서히 식혀 가며 찬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갑자기 찬물 세안을 할 경우 

피부의 생리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냉방도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습기를 흡수하여 피부가 거칠어

지게 하므로 하루 종일 에어컨 앞에 있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수렴 화장수를 이용해 피부를 정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름철 피부는 고온과 자외선으로 자연함습인자가 분해되므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만으로도 피지분비 증가에 의해 겉만 번들거리거나 거칠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을이 되면 피부는 쉽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트러블을 호소한다. 수분함량과 피지 분비량이 현

격히 저하되면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건조함을 느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때에는 큰 일교차, 차가운 

바람, 건조한 대기 등 계절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피부는 불균형한 상태에 놓인다. 특히 환절기에는 피부 신진

대사가 균형을 잃어 평소에 잘생기지 않던 뾰루지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 모공 속 노폐물까지 제거할 수 있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야 한다. 화장이 들뜨고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면 각질제거를 위해 주 1회 정도 딥 클렌징을 

해주고 보습 팩으로 마무리해준다. 한편 가을철에는 탈모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을에 탈모가 많이 발생

하는데 여름철 땀과 피지, 먼지, 각종 병균 등을 동반한 오염물질로 인해 모근이 막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줄어든 

일조량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까지 일시적으로 많아져 탈모의 원인이 된다.

  겨울에는 낮은 기온과 낮은 습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크다. 특히 수분은 콜라겐, 엘라스틴과 더

불어 피부 탄력에 연관되어 있어 피부노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공급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

다. 겨울에는 신체의 여러 순환 기능이 저하되는 동시에 피부의 저항력도 약해지고 건조한 환경에 피부는 건조감

과 함께 거칠고 칙칙해지기 쉽다. 또한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의 차가 커 혈관이 확장되면서 안면홍조의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을 일으킬 수 있다. 겨울철 피부 관리는 보습에 가장 중점을 두되 기온 외에도 

잦은 음주, 높은 난방으로 인한 피부 건조와 손상에도 유의한다. 적정 실내 온도(20°)와 습도(40~60%)를 유지하

고 과도한 세정과 잦은 목욕, 특히 때를 미는 목욕은 피한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피부 온도를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청결한 세안, 유수분의 밸런스, 자외선 차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면 

2011년은 피부 미남, 미녀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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