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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피부이다. 사람

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기 시작할 때 계절의 변화를 직감한다. 가을은 일교차가 크

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다. 가을철, 한국의 20∼50대 여성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건조한 피부’이다. 그만

큼 피부 건조증은 노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피

부가 건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각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충분한 수분공급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수분 마스크나 시트 팩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몸 속 수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으

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어 거칠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각질이 발생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정기적인 각질제거

는 정상적으로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수분 흡수를 돕고 맑은 피부를 유지 할 수 있

다. 간혹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자극이 심한 수건을 사용하거나 잦은 세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

부에 상처를 남기고 필요 이상의 각질을 제거해 오히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이 밖에도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생활 습관을 살펴 보자. 첫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필수

이다. 피부 재생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하고 평균 6∼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담배와 같은 건강과 피부에 해가 되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짜고 매운 음식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술과 담배는 피부 노화의 지름길

이기에 만약 술과 담배를 즐긴다면 과감히 끊어야 한다. 셋째, 비타민 C, E가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

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

  일반사람들의 평균 수분 함유량은 13∼15% 이내,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은 가을 날씨에는 피부 수분 

함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10% 이내로 내려가게 되면 피부에 탄력을 잃고 피부 

톤이 어두워지게 된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면 노화의 대표주자인 주름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주름은 콜

라겐이 빠져나가는 20대 초반부터 주의해야 한다.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수분 

공급을 해주어 언제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피부에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피부 타입별로 조금 다르다. 먼저 건성타입일 경우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로 세안해야 한다. 세안 후에는 수분 에센스와 크림을 꼼꼼히 발라야 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이스춰

라이저 제품 등을 발라주어 항시 피부에 보습 막을 형성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민감성이나 지성피부일 경

우에는 수분 크림 혹은 수분 에센스만으로도 피부에 충분한 수분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지성피부라도 유분

은 많고 수분이 부족한 탈수 피부인 경우가 있는데 수분 크림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수분 크림도 약간의 

유분이 함유된 크림이기에 로션이나 에센스보다는 사용 감이 무거울 수 있다. 수분 함량이 충분한 정도의 

지성피부라면 가벼운 질감의 수분 에센스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피부 타입이라도 세안 후 

빠른 시간 내에 화장품을 발라 피부가 건조화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만약 피부 건조증이 심하여 주름 발생이 걱정 되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에 내원하

여 증상을 파악한 후 적당한 치료법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피부가 가장 예민할 시기인 가을을 잘 넘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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