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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으로 경제수 의 향상과 웰빙 트 트로 인해 피부미용기기 시장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형기기  일부 보 된 개인용 피부미용기기와 차별화된 개인용 피부미용 복합자극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 복합자극의 종

류로 한약재 추출액의 생화학 자극, 피부 신진 사를 진시키는 온열 자극, 다양한 피부미용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자극

을 선택하 으며, 이들이 동시에 제공 가능하도록 복합자극부 구조를 설계하 다. 생화학 자극은 탈지면 패드에 함유된 한약재 

혼합추출물이 온열에 의해 기화됨으로써 피부에 공 되도록 하 으며, 온열자극은 탄소섬유 면상 발열체를 통해, 그리고 자

극은 850nm 장을 갖는 고출력 근 외선 LED를 통해 공 되도록 하 다. 제작된 시제품의 보완  성능평가를 하여 온열 

자극부   자극부를 테스트하 다. 온열자극의 경우 목표온도 도달시간, 제어 오차가 각 2분 이내, ±1.5℃ 이내로 히 

동작하 으며,  자극의 경우 근 외선 LED와 발열체가 결합된 구조로 인해 정상 동작범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어 방열체 제작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다. 마지막으로, C2C12 mouse myoblast을 상으로 한약재 자극을 제

외한 복합자극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하 으며, RT-PCR분석 결과 37℃ 온열자극과  자극의 복합자극을 인가한 

그룹에서 조군에 비해 collagen I mRNA 발 량이 4.9배, collagen III mRNA 발 량이 1.3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Recently, the market of skin-care device has been steadily growing up. In this paper, we tried to develop a personal 

compound stimulus device more competitive than existing products. As the compound stimulus, biochemical stimulus of 

herbal extraction fluid, thermal stimulus of plate-shaped carbon fiber heater, and optical stimulus of near infrared LED 

were selected. By some evaluation tests, the thermal stimulation part and the optical stimulation part were found to be 

developed properly. Additionally, the efficacy of the mixed stimulus of thermal and optical stimulation was tested in C2C12 

mouse myoblast. Through RT-PCR analysis, it was found that, by the developed compound stimulus, the expression of 

collagen I mRNA and collagen III mRNA increased by 4.9 and 1.3 times respectively.

      Keywords : skin-care, thermal stimulation, optical stimulation, RT-PCR

Ⅰ. 서  론

최근 경제수 의 향상, 수명연장과 더불어 웰빙 트

트로 인해 피부미용 제품에 한 소비 수요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미용기기 시장규모는 2009년 

* 정회원-교신 자, ** 정회원, 연세 학교 의공학부 

(Dept. Biomed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 정회원, (주)시솔 

(Csoln Co.)

※ 이 논문은 2011년도 두뇌한국21(BK21)사업에 의하

여 지원되었음

수일자: 2011년9월14일, 수정완료일 2011년12월21일

18억 달러에서 매년 7%씩 성장하여 2016년에는 2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1]. 정확한 

국내 피부미용기기 시장규모 자료는 없으나, 기능성 화

장품의 경우 세계 시장 비 국내 시장의 규모가 약 

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16년 국내 시장규모는 약 

9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  한편, 기존 

피부미용 시장은 제품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을, 서비스

로는 뷰티 샵 는 미용성형 서비스를 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고비용을 지출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야 하기 때문에 소비층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

나 최근 사회·경제 으로 성장함에 따라 피부미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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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층이 차 넓어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러한 일환으로 시간  공간제약을 최소화하고 한시성

인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피부미용기기 개발에 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해외 표 기업으로는 DermaDream, Rio 

Beauty(U.K.), Mircoaire(USA), Mentor(USA)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바이오닉스, 원테크놀로지(주), 

(주)SDM BIO, 엠아이 테크, 비손메디칼(주) 등이 있다. 

피부미용기기의 연구개발 황을 살펴보면, 크게  자

극 피부미용기기, 음  자극 피부미용기기, 고주  자

극 피부미용기기, 갈바닉(Galvanic)  피부미용기기, 

크리스탈 피부미용기기 등으로 나  수 있다.  자극

은 피부 상처치유  세포재생 등을 기 할 수 있고, 

음  자극은 음 의 기계  진동을 통해 미세 맛사

지, 엣센스 피부 침투, 피부조직의 신진 사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으며, 고주  자극은 세포 내 이온 진동과 

이를 통한 발열에 의한 피부 재생 진, 류 증가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한편, 피부 표면의 양(+) 극성의 갈

바닉 는 음이온을 띤 피지, 노폐물 등이 피부표면

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음(-) 극성의 갈바닉 는 음

이온의 양 미용물질이 피부에 침투되는 것을 돕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미용기기는 미

세한 천연 크리스탈 조각들을 이용하여 각질을 제거하

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   자극과 고주  자극을 활

용한 기기는 병원 는 뷰티 샵을 상으로 형 장비

의 형태로 매되고 있으며, 음  자극 피부미용기기, 

갈바닉  피부미용기기, 크리스탈 미용기기는 뷰티 

샵과 개인을 모두 수요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피부미용기기와 차별화된 경쟁

력을 갖도록,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추출액의 생화학 자극, 피부 신진 사를 진시

키는 온열 자극, 안 성  피부미용 효과가 우수한   

자극이 동시에 가능한 개인용 피부미용 복합자극기를 

개발하 다.

Ⅱ. 본  론

1. 복합자극기 개요

먼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 추출액의 생화학 자극, 

온열 자극,  자극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그림 1과 같

은 형상으로 복합자극부를 설계하 다. 그림 1의 각 부

그림 1. 설계된 복합 자극부 개념도

Fig. 1. Diagram of the designed compound stimulus 

part.

분은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추

출액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 추출액 패드(①), 한약재

추출액을 훈증하고 피부에 온열자극을 공 하는 면상발

열체(②), 피부세포에 -생화학작용을 유도하는 LED

원(③)을 의미한다. 복합자극기는 동작 버튼이 리면 

면상 발열체에 공 하는 류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설

정한 온도에 도달한 뒤 이를 유지하도록 개발하 으며, 

이때의 온열에 의해 면상 발열체에 인 한 한약재 추출

액 패드의 훈증기가 피부로 공 되도록 하 다. 그리고 

동시에 LED 원이 일정한 세기로 피부에 조사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복합자극기의 체 인 제어에는 

마이크로 로세서 PIC18F242를 사용하 으며, 동작 버

튼  온도조  상하버튼의 사용자 입력과 동작여부  

설정온도를 표시하는 bar LED의 사용자 출력을 갖도록 

하 다.

한약재 추출액 패드는 미국 FDA와 일본 JIS를 만족

하는 3종의 탈지면을 가공한 패드에 한의 문가가 추천

한 어성 , 인진쑥, 싸주아리쑥, 당귀 등의 혼합추출물 

10ml를 함유하도록 제작하 으며, 온열 자극부와  자

극부의 개발내용은 다음 에 상세히 설명하 다. 

2. 온열 자극부 개발

온열자극은 면역력 향상, 통증 완화, 암세포 괴 등

의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2]. 특별히 국소조직의 

온도가 40℃이상이면 모세 이 확장되고 류량이 증

가하여 신진 사가 진되고 산소  향물질이 공

이 활발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조직온도가 

47℃까지 상승하면 섬유조직의 신장성이 5∼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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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결과 피부탄력  주름 개선 등의 미용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열 자극이 히 제공될 수 있도록 면상발열체를 발

열원으로 하고 피부미용에 합한 37℃∼43℃를 사용시

간 10분 동안 안정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열 자극부

를 개발하 다. 발열부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경이 40mm, 내경이 12mm인 원 형태로 제작하 으

며, 발열원으로 탄소섬유 면상발열체를 선택하 고, 온

도상승 시에도 발열체 형태를 유지하기 하여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테 론 원 을 추가한 3층 구조로 제작

하 다. 면상발열체의 ON/OFF를 제어하기 해서는 

그림 2와 같은 제어 회로를 설계하 다. 면상발열체 

ON/OFF는 발열체에 흐르는 류를 제어함으로써 구

하 으며, 이는 마이크로 로세서 출력에 의해 제어되

는 트랜지스터 스 칭회로로 구 하 다. 이때 마이크

로 로세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온도와 발열체 뒷면

에서 측정된 발열체 온도를 참고하여 발열체 ON/OFF 

시 을 결정하도록 하 는데, 사용자에게 공 되는 온

도는 발열체의 온도가 아닌 발열체 의 한약재 패드로

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즉, 피부가 치할 것으로 상

되는 곳의 온도이므로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최

의 발열체 ON/OFF 제어 메커니즘을 실험 으로 도출

하 다. 한편, 발열체의 온도는 발열체 뒷면에 부착한 

LM35DZ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하 는데, 이는 0∼10

0℃ 범 를 측정가능하며 10.0mV/℃의 선형출력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온도센서 출력은 OP앰  LM741을 통

해 5배 증폭한 뒤 1Hz 샘 링률로 A/D변환하여 사용

하 다.

그림 2. 면상발열체 ON/OFF제어 회로

Fig. 2. ON/OFF control circuit of plate-shaped heater.

3. 광 자극부 개발

자(photon)는 세포 내 색소포(chromophore)나 

수용기(photoacceptor)에 흡수되어 세포 사활동을 

진시키는 -생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3],[4]
. 이러한 

반응과 효과는 원의 장에 따라 다르며, 표 1에는 

임상에서 리 사용되는 장( 원 색상)별 효과  임

상 응증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특별히 장이 긴 

색 (Red, 620nm∼750nm)이 세포재생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5]. 최근에는 근 외선이 산화질소(NO) 

방출을 진하여 항산화  항염 역할을 하고, 유 자 

생산과 련된 ROS  에 지 사와 련된 ATP 합

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결과 으로 근 외선

의 세포 사활동 증가  세포 재생 효과로부터 콜라

겐  엘라스틴의 생성 진과 그에 따른 주름발생 억

제  피부 탄력 유지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편 

장에 따른 피부 투과 깊이는 400nm에는 1mm 이하, 

514nm에는 0.5∼2mm, 630nm에는 1∼3mm로 장에 

비례하여 깊어지다가, 근 외선 장인 800∼900nm에

서 투과깊이가 최 가 된 뒤 다시 투과깊이가 차 낮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극원의 장으로 4mm이상

의 피부 투과가 가능하고 피부미용효과가 뛰어날 것으

로 상되는 850nm를 선정하 다. 한편, 근 외선을 사

용하는 병원용 해외 표제품인 iClearXL(CureLight 

Color Effect Indication

Blue 살균효과
여드름 피부, 상처감염 

방, 피부 트러블

Red
상처치유  세포

재생
여드름 압출 후, 상처 완화

Yellow
콜라겐 합성, 리

효과

기미, 잔주름, 미백, 가·입

가 주름, 피부 탄력, 처짐

Blue

+Red

살균효과, 상처치

유  세포재생

여드름 압출 후 살균과 상

처완화를 동시치료, 두피 탈

모 방  개선, 피부의 약

한 상처치유  감염 방 

등

Yellow

+Red

콜라겐 합성, 리

효과, 상처치

유  세포재생

기미, 미백, 주름개선, 처진 

피부, 표정주름

표 1. 자극 색상에 따른 효과  응증

Table 1. Photo-stimulation's effects and indications for 

difference light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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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출력 LED 구동 회로

Fig. 3. High power LED driving circuit.

Ltd.)의 조사량(dose)인 60J/cm2(@ 30cm×30cm)와 등가

의 조사량을 갖기 해 약 1.25W (@ 자극부  반경 

20mm, 자극시간 10분)의 출력을 갖는 원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해당 스펙을 정확히 만족하

며 개인용 복합자극기에 사용가능한 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계로 신에 850nm 장을 가지며 750mW의 

출력이 가능한 근 외선 LED(YIL-T1085A, Yoosol 

Electronic Co.)를 개발에 사용하 다. 이 근 외선 

LED가 안정 으로 최  출력을 내기 해서는 LED에 

300mA가 안정 으로 공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 고

출력 LED 드라이버 MBI1802를 사용하여 그림 3과 같

이 구동회로를 설계하 다.

4. 시제품 제작

사용자가 복합자극기를 얼굴, 더 나아가서는 목과 어

깨에 용가능하고 피부미용기기의 특성상 심미성을 강

조한 외형을 갖도록 강원 학교 지식정보디자인 신센

터에서 심미성, 안 성, 휴 성 등을 고려한 11가지 디

자인 안을 도출하 으며 최종 으로는 유선형의 손잡이

를 갖고 피부자극부를 돌출시킨 그림 4(a)와 같은 디자

인을 최종 선택하 다. 이후 디자인된 형상 내부에 

PCB  부품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PCB  부품의 

크기와 치를 결정하 으며, PCB는 유선형 형상 내부

에 들어가도록 메인 PCB와 서  PCB의 2개로 제작하

다. 마지막으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기술지

원실에서 3차원 기구설계 툴을 이용하여 각 PCB와 부

품의 최  치를 결정하고 이들을 고정할 수 있는 기

구부를 설계하 다. 그림 4(b)에는 제작된 워킹 목업

(working mock-up) 내에 2개의 PCB와 그 외 부품들을 

조립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Ⅲ. 실  험 

최종 제작된 피부미용 복합자극기 시제품의 보완  

성능평가를 하여 온열 자극부와  자극부 테스트   

유효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 다.

1. 온열 자극부 테스트

온열 자극부를 테스트하기 해 먼  본 연구에서 발

열체의 동작범 로 설정한 30℃～70℃ 범  내에 임의

의 목표온도를 설정한 뒤 발열체 공 원이 22V의 상

태에서 발열체 가열특성과 온도제어 성능을 평가해 보

았다.

발열체 온도제어는 측정된 발열체 온도가 목표온도

를 0.5℃ 과하면 원공 을 차단하고, 이후 냉각되어 

측정온도가 목포온도 이하가 되면 원을 재공 하는 

메커니즘으로 마이크로 로세서를 통해 제어하 다. 그

림 5(a)에는 발열체 목표온도를 30℃, 40℃, 50℃, 60, 7

0℃의 5가지로 설정한 뒤 발열체 가열특성과 온도제어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 , 목표 온도 도달시간은 목표온도가 30°C일 때 

33 이고 70°C일 때 199 로 목표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

든 목표온도에서 온도상승 기울기가 약 0.27°C/sec로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목표 온도 도달 후 

온도 변동 폭은 약 0.5∼0.9°C로 체 으로 발열체의 

온도가 히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복합자극기 사용시간이 10분인 것을 고려하면 목표

온도 도달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필요가 있어 발열체 공

           (a)                           (b)

그림 4. 개발된 복합자극기의 (a)외형  (b)내부

Fig. 4. Exterior and interior of developed compound 

stimulu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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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도제어 실험 결과: (a)발열체 온도 제어, (b) 

37℃로 피부자극 온도 제어, (c) 40℃로 피부자

극 온도 제어, (d) 43℃로 피부자극 온도 제어

Fig. 5. Experimental results: (a) heater temperature 

control, (b) temperature control @Ts=37℃, (c) 

temperature control @Ts=40℃, (d) temperature 

control @Ts=43℃.

원을 34V로 변경하 다. 그 결과 70°C 도달시간은 

79 로 단축되었고, 온도상승 기울기는 약 0.56°C/sec로 

증가하 다. 한편, 사용자에 공 되는 온열자극의 온도

는 발열체 자체의 온도가 아니라 그림 4(a)의 돌출된 

피부자극부 치의 온도이며, 제작된 워킹 목업에서는 

피부자극부와 한약재 패드 간 거리는 1.3mm이다. 이 

피부자극부 온도는 발열체 열 에 지에 의해 기화된 한

약재 추출액의 열 에 지와 한약재 패드를 투과한 발열

체 열 에 지에 의해 결정되며, 한약재 패드에 함유된 

추출액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선형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제어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열체, 한약재 패드, 피부자극부에 

각각 온도센서를 설치한 뒤 다수의 반복 실험을 통해 

피부자극부 온도를 피부미용 합한 37℃∼43℃로 유지

하는 제어 메커니즘을 경험 으로 개발하 다. 그림 

4(b)～4(d)에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피부자극부 온도

(Ts)를 37℃, 40℃, 43℃로 제어한 를 나타낸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목표 피부자극부 온도를 최 한 빨리 도

달하기 해 발열체의 온도를 각각 최  66℃(Ts= 3

7℃), 68℃(Ts=40℃), 72℃(Ts=43℃)까지 올렸다가 48.

5℃까지 자연냉각시킨 뒤 발열체를 48.5℃로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 다. 그림 4(b)～4(d)의 굵은 실선은 

마이크로 로세서를 통해 직  제어한 발열체 온도, 

선은 한약재 패드 온도, 가는 실선은 피부자극부 온도

를 의미한다. 피부자극부 목표 온도별 제어 결과를 살

펴보면, 세 경우 모두 약 2분 시 에 목표온도에 도달

하며, 한약재 패드 내 추출액이 지속 으로 변화함에도 

설정한 사용시간 10분 동안에 각 피부자극부 목표 온도

를 비교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때 피부자극부 목표 온도별 제어 오차범 는 각 

±0.71℃, ±1.41℃, ±0.56℃이었으며, 이는 일시 으로 최

소 36.29℃, 최  43.56℃가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나 

피부미용에 사용가능한 온도범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2. 광 자극부 테스트

 자극부는 그림 3의 고출력 LED 구동회로로 인해 

동작 안정성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정된 동작시간 10

분 동안의 LED 원 온도를 측정  평가해 보았다. 

LED의 구(bulb) 내 심 온도를 측정하기 해 비

 온도측정 장비인 Fluke 561(Fluke Co., USA)를 사

용하 으며, 근 외선 LED를 단독으로 구동하 을 때

는 최고 상승온도가 38.3℃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와 같이 발열체에 결합된 경우, 단독 사용할 때와 달리 

발열체 제어온도에 따라 그림 6의 실선 그래 와 같이 

최  90.2℃까지 상승하는 것이 찰되었다. 해당 근

외선 LED의 정상동작 범 가 최  85℃( 선 그래 )

이므로, 발열체의 온도를 60℃ 이상으로 제어한 경우에

는 안정 인 근 외선  자극을 기 할 수 없다. 이에 

직경이 20.0mm이고, 높이가 10.0mm인 원통형 알루미

늄에 근 외선 LED와 결합할 수 있도록 지름 약 

10.0mm의 나선 홈을 깍은 방열구조물(heat sink)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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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열체 제어온도에 따른 LED 심 온도

Fig. 6. LED center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different control temperatures of the heating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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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의 삽입그림과 같이 제작하여 LED에 결합시켰다
[8]
. 

이후 재측정 실험을 실시한 결과, 그림 6의 쇄선 그래

와 같이 최  온도가 61.1℃로 감소되었으며, 결과

으로 발열체 온도를 사용자에 합한 온열자극이 가능

한 약 70℃ 후로 제어하더라도 LED가 정상동작할 것

으로 상된다.

3. 유효성 평가 실험

개발된 피부미용 복합자극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제품승인  단계이

므로 세포 수 의 실험을 선택하 다. 세포 실험에서는 

한약재 추출액을 공 하면서 배양하는 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온열 자극과  자극에 의한 효과만을 찰

하고자 하 다. 실험의 목 은 C2C12 murine myoblast

에 주어진 온열 자극   자극이 피부 미용과 련있

는 collagen mRNA 발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

으로 하 다. 이를 해 C2C12 세포를 37℃, 5% CO2 

조건으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10% fetal bovine serum(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3일마다 혼합 공 하면서 배

양하 다. 실험 그룹은 약 30% subculture한 세포에 3

가지 온열 자극(37℃, 40℃, 43℃)   자극 여부(O, 

X)를 조합한 6가지 복합자극을 각각 인가한 6개 그룹으

로 하 으며, 이   자극 없이 37℃ 온열 자극만 인

가한 그룹을 조군으로 삼았다. 각 그룹의 자극은 1일

차, 3일차, 5일차에 동일시간 에 20분간 인가하 으

며, 7일차에는 Tri-Reagent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

한 뒤　RT-PCR 분석을 실시하 다
[9]
. 온열 자극은 세

포배양 인큐베이터를 37℃로 유지하다가 자극시 에 해

당 온도로 변경함으로써 구 하 으며,  자극은 개발

된  자극부를 인큐베이터 내에 미리 설치하고 외부에 

스 치를 두어 자극시 에 인큐베이터 개폐없이 동작시

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에는 RT-PCR을 통해 분

석된 복합자극에 의한 collagen I과 collagen III의 

mRNA 발 량을 정리하여 나타냈다. 37℃ 하에서는 근

외선  자극을 함께인가한 그룹이 그 지 않은 그룹

( 조군)보다 collagen I mRNA 발 량이 4.9배, 

collagen III mRNA 발 량은 1.3배 크게 나타났다. 4

0℃ 온열자극과 자극을 동시에 인가한 그룹의 

collagen mRNA 발 량이 40℃ 온열자극만 인가한 그

룹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조군(37℃, 무 자극)에 

비해 한 발 량 감소가 찰되었다. 43℃ 하에서는 

그림 7. RT-PCR 분석결과: (a) 콜라겐 I mRNA 발 량, 

(b) 콜라겐 III mRNA 발 량

Fig. 7. Analysis results of RT-PCR: (a) collagen I 

mRNA expression, (b) collagen III mRNA 

expression.

mRNA 추출이 불가능하 으며, 이는 온도에 민감한 세

포가 죽거나 기능 하가 발생하 기 때문으로 단된

다. 결과 으로 37℃ 온열 자극과 근 외선  자극을 

동시에 인가한 복합자극의 경우 피부미용에 정  

향을 미치는 collage I과 collage III 단백질 생성의 진

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실험설

계로서는 40℃, 43℃ 온열 자극   자극에 의한 

collagen 단백질의 생성 여부를 단할 수 없었다. 하지

만, 피부미용을 해 최  47℃까지 인가하는 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을 때 향후 계획하고 있는 동물

실험에서는 복합자극의 유효성이 더 밝 질 것으로 기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형기기와 일부 보 되어 있는 

개인용 피부미용기기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개인용 

피부미용 복합자극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 복합자극의 

종류로는 피부미용 한약재 추출액의 생화학 자극, 피부 

신진 사를 진시키는 온열 자극, 다양한 피부미용 효

과가 보고되고 있는  자극을 선택하 으며, 이들이 

동시에 제공 가능하도록 그림 1과 같은 복합자극부 구

조를 설계하 다. 생화학 자극은 탈지면 패드에 함유된 

한약재 혼합추출물이 온열자극에 의해 기화되어 피부에 

공 되도록 하 으며, 온열자극은 탄소섬유 면상 발열

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자극은 

피부에 최 로 깊이 투과할 수 있는 850nm 장을 갖

는 고출력 근 외선 LED를 통해 공 하 다. 최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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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복합자극부를 포함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심미성을 확보한 그림 4와 같은 기구물을 설계하 다. 

제작된 시제품의 보완  성능평가를 하여 온열 자극

부 테스트,  자극부 테스트, 유효성 평가 실험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온열 자극부 테스트 결과, 한약재 패드

에 함유된 추출액 양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자극부의 목표온도를 그림 4(b)～4(d)의 실선과 같

이 안정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피부자극부 목표 온도 도달 시간은 모든 경우 2분 

내외로 하 다.  자극부는 당  설계로 동작시켰

을 때 온열자극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LED 심 

온도가 정상동작범 를 과하는 경우가 발생하 으며, 

방열 구조물을 제작하여 결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

하 다. 마지막으로, C2C12 mouse myoblast을 상으

로 복합자극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이때 한약재 추출액을 투여하면서 세포를 배양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온열 자극(37℃, 40℃, 43℃)과  자

극(O, X)만을 상으로 실험하 다. 그 결과, 37℃ 온열

자극과  자극의 복합자극을 인가한 그룹에서 조군

에 비해 피부 미용 효과와 련이 깊은 collagen I 

mRNA 발 량이 4.9배, collagen III mRNA 발 량이 

1.3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온열 자극 목표

온도를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발열체  제어 메커

니즘을 연구하고, 이어 사람 피부를 상으로 한약재 

추출액, 온열 자극,   자극의 복합자극이 피부탄력, 주

름개선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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