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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자·자초·단삼 함유 화장품의 

다크써클 개선 효능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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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research on effect of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Salviae miltiorrhizae radix - containing cosmetics for improving dark circles

Kyung-Jun Kim

  Objective : This clin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test patients with dark circles by external application 

with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and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 cosmetics.

  Methods : We gave prototype cosmetics to 27 patients who volunteered for this clinical research in 

Kyungwon university from October 14th, 2009 to November 11th. Left inferior palpebra area of patients was 

treated with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and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 cosmetics(Experimental 

group) and right inferior palpebra area of patients was treated with placebo(Control group) for 4weeks.

We observed change of darkness of inferior palpebra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lso taking digital image 

and color meter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and Salviae 

miltiorrhizae radix in cosmetics.

  Results : Overall evaluation was slightly positive. It is more effective on Right inferior palpebra than on 

Left inferior palpebra to improve darkness of inferior palpabra in this clinical research.

  Conclusion : We can guess that cosmetics with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and Salviae miltiorrhizae 

radix has some therapeutical effects in reducing the symptoms of dark circles.

Key words : Dark circles, herbal cosmetic, survey research, Chinensis galla, Lithospermi radix, Salviae 

miltiorrhizae ra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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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의 피부는 정신적, 육체적인 영향을 민감하

게 받는 부위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피

곤할 때 혹은 수면이 부족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1)
. 특히 안검은 피부의 표피

가 얇고 근육이 연약하여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에

서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안검에 나타나는 

다크서클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눈 주위 특

히 눈 밑이 검붉고 칙칙하게 보이는 증상들을 일

컫는 말이다. 이러한 다크서클은 개는 20  후

반부터 나타나지만 피부미용에 특히 민감한 10  

및 20 의 초중반에도 종종 나타나서 당황스럽게 

한다2)
.

  요즘 시중에는 다크서클을 제거하기 위한 아이

크림이나 화장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원인

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크서클을 유발하

는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전신적인 요인도 영향

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눈 밑의 지방이 불룩하

게 나와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 지방이 너

무 없어 꺼져 보이는 경우, 색소가 침착되어 검게 

보이는 경우, 피부밀도가 높은 경우, 눈 밑의 정맥

이나 혈관이 얇아진 피부에 비쳐 검푸르게 보이는 

경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3)
.

  따라서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을 없

애고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과색소 침착을 종래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하는 방법, 혹은 혈관

확장에 따른 충혈현상으로 인식하여 제거하는 방

법 등을 응용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며, 안검이라는 

부위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脾胃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여 전체적이고 전

신적인 개념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는 다크서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후, 이

에 응용할 수 있는 적합한 약물을 원료로 화장품

을 제조하여 설문을 통하여 화장품에 한 사용자

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시기 및 연구대상 선정

  연구 기간은 2009년 7월 중순부터 말일 까지 

경원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상으로 참가모집 공고를 낸 후 모집한 30여 명 

중에서, 확실하게 다크서클로 인정되고 현재 약물

치료나 외용적인 제제를 도포하지 않고 있는 27인

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피험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 등에 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

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추

적관찰이 가능한 자원자를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 2주후에는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지시하였다.

  다만 계절이나 일광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와, 

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약물이

나 보조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선정

에서 제외하였다.

2.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제품은 (주)LG생활건강 한

방화장품 연구소에서 오배자, 자초, 단삼을 3:1:0.5 

비율로 해서 만들어 공급되어진 크림을 가지고 진

행하였으며, 제품사용에 한 주관적인 평가를 위

해 설문조사를 제품사용 전후에 실시하였다.

  화장품 사용자들에게는 자신의 피부에 관련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다크서클 관련 질문지를  

12개 항목에 해 응답하게 하였다. 이는 다크서

클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함이 우선이었으며 지방 

침착과 관련된 전형적인 경우, 단순한 색소침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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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의한 혈관확장의 경우인지를 분류하고, 기타 특징

적인 소견과 전신의 기능적인 상태를 피험자의 설

문, 피험자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4주 후에는 다크서클 완화제품 피험자 호전도 

평가를 6개 항목을 통해 설문조사하였으며, 피험자

의 사용 후 체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여 평

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방법론으로 27인의 일반적인 피험자들에게 

좌측에는 僞性 화장품을 1일 2회 도포하게 하였으

며, 우측에는 五倍子 3, 紫草 1, 丹蔘 0.5의 비율

로 배합된 시제품을 역시 1일 2회 도포하게 하였

※ 다크서클 유형분류 설문항목

① 본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래 눈꺼풀의 탄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② 본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래 눈꺼풀의 지방이 

돌출되어 눈 밑이 두터워 보인다.

③ 본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래 눈꺼풀이 움푹 

들어가서 그림자처럼 눈밑이 어둡다.

④ 다른 사람보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인 많으며 다

른 피부색보다 진하다.

⑤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피부가 얇아 얼굴에 혈관

이 잘 보이고, 눈가처럼 얇은 곳에서 더 잘 보

인다.

⑥ 일상생활을 할 때 빈혈에 동반되는 증상을 많이 

느낀다.

⑦ 일상생활을 할 때 소화가 잘 안되거나 현재 위

장이 약해 관리를 하고 있다.

⑧ 일상생활을 할 때 수면시간이 줄었거나, 밤을 

새고 나면 눈 주위가 더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

한다.

⑨ 일상생활을 할 때 기분변화가 크거나 스트레스

를 경험하면 눈 주위가 어두워 보인다.

⑩ 일상생활을 할 때 음주 후 눈 주위가 더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한다.

⑪ 현재 알레르기 비염 또는 코감기와 같이 코가 

자주 막히는 질환이 있다.

⑫ 현재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다. 이들의 비율 로 2배 고농도로 만들어진 제품

은 증상이 현저하게 심하고 부작용에 한 청원 

소지가 상 적으로 적은 1인을 상으로 하였다.

3. 도포기간 및 도포량

1) 도포기간

  제품의 도포기간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4주간으로 하였다. 4주 동안으로 사용

기간을 정한 이유는 체적으로 피부의 각질층 생

성주기가 약 한달 정도이기 때문이다.

2) 도포량

 1회 도포하는 량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성실한 도

포를 지시하였다.

Ⅲ. 결  과

1. 다크서클의 유형별 분석

 27인의 실험군을 상으로 한 유형분석에서는 지

방침착에 관련된 유형이 19례(70.4%), 단순한 색

소침착에 의한 경우가 1례(3.7%), 혈관확장에 의한 

경우가 3례(11.1%), 전신적인 기능상태에 좌우되는 

경우가 2례(7.4%), 그리고 분류가 애매모호한 경우

가 2례(7.4%)로 조사되었다(Fig. 1).

Fig. 1. Typical analysis of herbal cosmetic

지방침착 단순 색소침착 혈관확장 전신적
기능상태문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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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연령분포

1) 남자는 4명, 여자는 23명이었다.

2) 평균연령 23.9세

  실험군 27명의 평균 연령은 23.9세이며 최저 19

세에서 최고 41세까지 분포하였다.

3. 피부호전도 평가 (4주 사용 후)

1) <눈 밑 등 얼굴 피부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졌

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깨끗해진 정도를 

본 결과, ‘보통이다’는 66.7%, ‘그렇다’가 22.2%, 

‘그렇지 않다’가 11.1%로 조사되었다(Fig. 2).

Fig. 2. Clearing effect of herbal cosmetic

Fig. 3. Congestion improvement effect of herbal 
cosmetic

2) <눈 주변의 혈관이 비쳐 보이는 충혈상태가 

개선되었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충혈 개선 정도를 본 결

과, ‘보통이다’는 59.3%, ‘그렇다’가 25.9%, ‘그렇지 

않다’가 14.8%로 조사되었다(Fig. 3).

3) <얼굴을 볼 때 눈 밑의 색이 옅어지고 밝아 

보인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미백 개선 정도를 본 결

과, ‘그렇다’가 40.7%, ‘보통이다’가 37.0%, ‘정말 

그렇다’가 11.1%, ‘그렇지 않다’가 11.1%로 조사되

었다(Fig. 4).

4) <얼굴을 볼 때 눈가의 주름이 완화되고 탄력

이 느껴진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주름 개선 효과를 본 결

과, ‘그렇다’가 40.7%, ‘보통이다’가 37.0%, ‘그렇지 

않다’가 14.8%, ‘정말 그렇다’가 3.7%, ‘정말 그렇

지 않다’가 3.7%로 조사되었다(Fig. 5).

5) <얼굴을 볼 때 눈 밑의 두터움이 완화되어 

보인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두터움의 완화 정도를 본 

결과, ‘그렇지 않다’가 37.0%, ‘그렇다’가 29.6%, 

‘보통이다’가 29.6%, ‘정말 그렇다’가 3.7%로 조사

되었다(Fig. 6).

Fig. 4. Whitening effect of herbal cosmetic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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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rinkle care effect of herbal cosmetic

Fig. 6. Sliming effect of herbal cosmetic

Fig. 7. Anti-irritant effect of herbal cosmetic

6) <눈가 및 다른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다>

 한방 화장품 사용 후 자극이 없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정말 그렇다’가 37.0%, ‘그렇다’가 37.0%, 

‘그렇지 않다’가 14.8%, ‘보통이다’가 11.1%로 조사

되었다(Fig. 7).

  한편, 제형의 질감에 있어서는 시제품군에서 약

간은 흡수성이 떨어진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는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극성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눈꺼풀은 피부의 얇은 주름과 근육, 그리고 섬

유조직으로 눈의 섬세한 구조물을 보호한다. 눈꺼

풀의 피부는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얇기 때

문에 상당히 큰 가동성이 있으며, 피부 아래에는 

부종성으로 확장하기 쉬운 느슨한 윤문상의 조직

이 있다.

  위쪽 눈꺼풀은 더 크고 아래쪽보다 더 많이 움

직일 수 있으며 코카시안에서는 보통 깊은 주름이 

위 눈꺼풀의 중앙에 위치하며 눈꺼풀 올림근 섬유

의 부착부에 해당한다. 이 주름은 아시아인에서는 

더 아래에 위치하거나 없다. 나이에 따라 위 눈꺼

풀의 얇은 피부는 눈꺼풀 주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속눈썹을 건드리기도 하며, 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아래의 지방층이 드러난다4)
.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상안검은 비(脾)에 속하고 

하안검은 위(胃)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검의 모든 질환은 비위의 기능실조에서 그 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락적인 관점에서 

보면 족태양근의 지맥은 눈의 상강(上綱)이 되고 

족양명의 근은 눈의 하강(下綱)이 되어 눈의 개폐

를 담당한다고 보았다5)
.

  안검에 발생하는 다크서클은 눈 주변이 깨끗하

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다. 윗 눈꺼풀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하안검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아

파 보이거나 피곤해 보인다. 나이들어 보인다” 라

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며, 20  후반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6, 7)
.

  얼굴의 피부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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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를 잃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다크서클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눈 주위 중 눈 아래부분이 검붉고 칙칙하게 보이

는 증후군을 일컫는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지방의 이상분포를 들 수 

있다. 안와 지방이 주머니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인 탄력저하로 인해 막

이 느슨해지면서 지방이 도드라지면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반면에 도드라진 안와지방 아래의 근육

이나 지방이 없어지거나 아래로 처져서 피부가 함

몰된 형태로 보이게 된다. 안와의 지방돌출이 심하

면 눈 밑에 튀어나옴이 뚜렷하게 보이고, 반 로 

근육이나 지방이 없어지거나 처짐이 심한 경우에

는 눈 밑에 그늘이 져서 어둡게 보인다. 이와 같

이 눈 아래쪽 지방의 이상분포에 의한 다크서클은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일단은 지방을 없애고 근육을 강화하

는 기본적인 설정에 의해 약물을 선정해야할 것으

로 보인다. 지방이라는 개념은 한의학적인 관점에

서는 습(濕)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비(脾)라는 기능계의 부족현상

을 꼽을 수 있다. 비의 기능이 부족하면 운화(運

化)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습이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담(痰)이라는 병리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습담을 없애는 것이 지방제거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8)
.

  둘째로는 눈 주변의 피부가 얇은 경우이다. 안

검의 피부는 우리의 몸에 있는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조직인데, 다크서클을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

으로 피부가 더 얇은 사람들이다. 피부가 얇으면 

피부 밑의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밖으로 비추게 되

어 검붉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혈관 중에 피부 

및 피하층의 겉에 존재하는 정맥의 혈관이 비추어 

보이기도 하는데 정맥의 혈액은 산소가 동맥혈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검푸른 빛을 띠게 된다. 

피부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보충하여 피

부의 영양성분을 강화하고 피부의 근력을 강화하

기 위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간비(肝脾)를 도와주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부의 색소침착이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는 고유한 색소인 멜라닌의 과다한 침착에 의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 

및 혈액이 나타내는 색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색소에 의한 경우 드물게 황색을 보이게 하

는 캐로틴에 의해 진해지기도 하지만 안검주위는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9,10)
.

  넷째로 진피 혈관 및 혈액의 산소 함유량에 의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피부자체의 혈관, 특히 진

피에 있는 혈관과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산소 함

유량에 따라 피부의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 산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피부는 연분홍색을 띠고 산

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창백한 빛을 띠는데,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붉은 색을 띠게 되고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검은 색

을 띠게 된다. 특히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다크서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안검주변의 혈관확장과 관련이 있다11)
.

  이번 조사에서 상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다

크서클이라는 특유의 질환을 고려할 때 약간은 긍

정적이었으며 좌측의 안검에 비해 우측의 안검에

서 어느 정도의 유의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관

찰된다. 다만 조사 기간을 다크서클의 특징을 감안

하여 8주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되며 고농도 제품을 도포한 1례에서 주름

개선이나 다크서클 측면 모두에서 본인과 시험자

의 객관적, 주관적 관찰상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특별한 자극이나 부작용이 없었던 점을 

주목하여 향후 많은 상군을 시험 상으로 하여 

임상관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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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오배자, 자초, 단삼을 원료로 한 화장

품의 다크서클 개선 효능을 검증하고자 설문조사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

다.

1. 다크써클의 유형분석에서는 지방침착의 관련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오배자, 자초, 단삼 성분의 복합 화장품은 안검 

주변의 미백, 혈관축소, 주름개선, 탄력성 개선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주름개선 

및 탄력성 개선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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