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News, Volume 14, No. 4, 2011   55

류 지 호원장
(명동 아름다운나라 

피부과⋅성형외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 계곡 등지로 떠날 생각

에 부풀어 있다. 어떻게 해야 더 근사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

산을 짜면서 몸과 마음 모두 바빠지는 시기다. 동분서주하면서 탄탄한 휴가계획을 모두 

끝마쳤다면 다음으로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피부관리 계획을 세워보자. 탄탄한 

휴가계획만큼 잘 짜여진 피부관리 계획은 휴가지에서 일광 화상을 입게 되거나 거뭇거뭇

한 기미를 얻게 되는 등의 예상 밖의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 UVB, UVC 3종류로 나뉜다. 이 중 인체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 A와 B이다. 지표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UVA는 에너지는 적지만 파장이 길어 피부 속 깊숙이 도달하므로 피부 조직에 영향

을 주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UVB는 파장은 짧지만, 에너지가 커서 피부표면에 염증

을 동반한 썬번(sunburn) 현상을 일으켜 피부가 빨갛고 화끈거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특

히 자외선에 지속적인 노출 시에는 광노화, 피부암 발생 등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

부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자외선은 모래, 물, 

얼음 등에서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름 바캉스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준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에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르는 양 또한 중요한데 얼굴에 바르는 적정량은 엄지 손톱크기,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면 오백 원 동전 크기의 2배 정도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오랜 시간 햇빛의 노출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글라스, 챙

이 있는 모자, 양산 등을 활용해 햇볕이 피부에 바로 와 닿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면 소재의 옷은 90% 정도 

자외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휴가지에 가지고 갈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민감도에 맞춰 자외선 차단 지수를 결정하여 선택하면 된

다. 휴양지에서의 해양 스포츠, 수영 등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을 경우에는 SPF 30 이상, 

P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반드

시 깨끗하게 씻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막이 형성되는데 피부에 형

성된 그 보호막 안에 공기 중의 오염물질들과 피부 노폐물들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일광 화상은 4~6

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 발생해 24시간에 최고조에 도달한다. 일광 부위의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다

가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심해지면 오한,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으로 이어진다. 피부가 타

서 얇은 껍질이 벗겨질 때는 일부러 뜯어내지 말고 따끔거리고 아프면 피부과를 찾아야 한다. 피부가 화끈거릴 

때는 가라앉을 때까지 냉찜질을 해주거나 찬물이나 우유를 적신 가제를 하루 3∼4회, 20분 정도 화상 부위에 

올려놓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적절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로션을 사용하면 화상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면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

으므로 진찰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여행을 떠나기 전 벌레에 물리거나 데인 피부 상처에 바를 비상약이나 야외활동에 적합한 SPF 지수의 자외

선 차단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 등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물품들은 잘 챙겼는지 

꼼꼼히 체크한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http://www.anacli.co.kr, 1588-1590)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피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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