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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skin is a complex skin problem caused by genetic, personal, environmental, occupational, or racial factors. Compared to normal

skin, the modulating or immune function is extremely low so that the skin over-responds to even little stimulation. To utilize Spirulina

platensis, which is known to be effective in allergic reaction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anti-oxidant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of

cosmetic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skin conditions and search for an effective skin care plan for reddish and

sensitive skin after manufacturing a cream containing Spirulina platensis extract and applying it to the face of the patients with reddish or

sensitive skin. Using Spectrophotometer CM-2500d, ‘a’ (redness) and ‘b’ (yellowness) values which refer to L (lightness) and color

coordinates index in the CIE Lab color system, respectively, were measured. Then, measurement by instruments, visual estimation, and

self-assessment were performed around the cheeks amongst 22 females in their 20-40s with 15 or higher of ‘a’ value before and after the

use of a cream containing Spirulina platensis extract. The results found as follows: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cream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oisture and sebum levels increased two weeks after the use of the cream containing

Spirulina platensis extract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L’ value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e use of

the product, revealing changes in skin tone.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p<0.05) in ‘a’ value was found in the control

group, confirming that the product is effective in improving red spots. In a questionnaire survey-based subjective evaluation as well, the

experimental group revealed more positive results in red spot and sensitivity-easing effects. In fact, the results of the

participants’subjective evaluation were greater than visual estimation conducted by an exper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cream

containing Spirulina platensis extract is helpful in easing red spots and ski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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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높아지

고 있으나, 현대인들은 생활환경의 변화나 식생활의 변화, 자

외선 등의 광자극, 내·외적 요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화장품 소

비의 증가 등으로 스스로를 민감성 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

가하고 있다(양윤미, 2014). Berardesca 등 (1991)은 민감성 피

부는 유전적, 개인적, 환경적, 직업적 또는 인종적 요인이 관여

하는 복합적인 피부 문제(complex skin problem)이며, 피부상태

가 정상피부에 비해 조절기능 또는 면역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강하게 감지되는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성 피부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

나 Hadar 등(2012)은 주관적 정의에 의한 “sensitive skin", 객관

적 정의에 의한 민감 피부를 “irritableskin", 젖산자상검사에 양

성을 보이는 경우 “stingers"라고 정의하였다. 

 민감성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조직

학적 원인은 선천적으로 피부조직이 얇고 섬세한 피부를 지닌

경우와 후천적으로 다양한 내·외적 자극으로 피부조직에 이상

이 생겨 다른 피부 유형에서 변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은효, 2010), 또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상이나 구체적인

피부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자상감, 화끈거림, 소양감 등

주관적인 자각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민감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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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호소하는 환자들 중 약 50%가 여기에 속한다(김고운, 2009)

고 보고 되었다.

민감성 피부에 흔하게 나타나는 홍반은 자외선 특히 자외선

B에 의하여 유발되는 대표적인 피부반응 중 하나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으로 피부혈관에 혈액의 양이 38% 이상 증가 하였

을 때 육안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한다(김승희, 2010). 안면홍

조의 경우 피부 표면으로 정도 이상의 혈류량이 지나치게 흐르

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흥분상태로 유지되며(주여진, 2012),

멜라닌과 홍반은 개인의 피부색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

고 있다(박정신, 2010). 홍반 발생의 기전은 자외선이 직접

진피를 투과하며 모세혈관 주위 단백질의 산화를 통하여 유

발하는 혈관확장과 표피 각질 형성세포가 자외선에 의한 손

상시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히스타민(histamine),

세로토닌(serotonin), 인터루킨(interleukin) 등의 매개물질을 방

출함으로써 유발되는 모세혈관 확장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원

호, 1995). 

스피루리나(Spirulina platensis)는 면역학적 및 비면역학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 할 수 있으며(Kim

HM, 1998), 스피루리나의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주고, 혈액순환 향상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박지예, 2002:

신유미, 2007). 또한 사람의 알레르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박영인, 2000), 히스타민과

TNF-α 분비를 억제(KIM, 1998)하는 항알러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많은 성분이 오래전부터 그 유해성과

효과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부 내에 부

작용이 없고,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성 소재의 개발에 관

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 소재의 화장품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영희 등 2014: 한상미 등 2015)). 스피루리나

는 화장품 소재로서 피부 톤, 보습, 색소침착, 미세주름 등의 개

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된바 있으며(정수진, 2015), 지

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algae)의 하나로 약 35억년 전에 탄

생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로 녹조류인 클로렐라와 같이 기능

성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Yang HN et al., 1997; Choi JH et

al., 2002). 열대지방의 염호(鹽湖)에 식물과 동물의 혼합 형태

로 자생하며(박지예, 2002), 시아노박테리아의 일종으로 해수

와 염도가 높고 강한 알카리성을 지닌 열대지방의 더운물에서

번식하고, 구성성분으로는 60-70%의 단백질, 6-9%의 지질, 15-

20%의 탄수화물 및 다량의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박지현, 2009). 지질 성분 중에는 free-fatty acid가 70-80%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리놀레산(linoleic acid), 감마리놀렌산

(γ-linolenic acid)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탄수화물로는 포도당,

람노스, 만노스, 자일로스 등이 있고, 색소 성분으로는 등황

색의 카로티노이드, 녹색의 클로로필, 청색의 피코시아닌 등

을 가지고 있다(Cifferi O, 1983). 또한 비타민 B12와 항산화

제 역할을 하는 페놀산(phenolic acid), 토코페롤(tocopherols),

베타 카로틴(β-carotene)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Herbert V,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항염증 및 항산화 작

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스피루리나를 화장품 원료

로 활용하고자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을 제조하여

인체의 안면부위에 적용하여 피부의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이

를 통하여 홍조 및 민감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스피루리나 함유 크림 제조방법

1) 화장품 제조방법 및 처방

본 연구에서 실험재료로 사용된 스피루리나 파우더는 2014

년 3월 11일 Purebulk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스피

루리나 추출물에 40배 무게의 증류수를 가한 후 4시간 냉동실

에서 냉동한 후 다시 해동하여 25oC, 150 rpm의 인큐베이터

(shaking incubater, Lab companion, SIF6000R, Korea)에서 72시

간 진탕하였다. 그 용액에 20분간 초음파 분산기(Ultrasonic

processor, Sonics&Materials, VC 750, USA)를 적용한 후 원심

분리기(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SUPRA25K, Korea)(박

Table 1. The experimental formulation of the cosmetic product

cream samples (Composition (%))

Ingredients control  Sp 

A

D.W 56.06 54.56

Glycerine 15 15

EDTA-2Na 0.01 0.01

B
Xanthan gum 0.2 0.2

Spirulina platensis extracts - 1.5

Cyclomethicone (DC345) 8 8

Cetearyl alcohol 5 5

Mineral oil 3 3

Grape seed oil 3 3

Cetearyl glucoside 3 3

C Sorbitan sesquioleate 2 2

Polyoxyethylene alkyl ether 1.5 1.5

Isopropyl myristate 1 1

Panthenol 1 1

Glyceryl stearate/PEG-300 stearate 1 1

Dimethicone 0.2 0.2

BHT 0.03 0.03

Total 100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