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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성의 얼굴에 과색소침착이 발생하는 것은 불안감, 특히 미적인 요소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유발한다. 

피부의 흑화는 자외선(UV)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작으로 멜라닌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피부의 구성성분을 관찰하기 위해, confocal scanning laser microscope (CSLM)은 피부에 직접 현미경 검사

를 실시하여 어떠한 조직의 변화 없이 피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비침습적 이미지 장치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자외선 조사를 통해 유도된 하박 내측 피부의 과색소침착을 유도하여, 다른 피부색을 평가하는 측정기기와 

상관성을 분석하여, CSLM을 이용한 새로운 미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CSLM을 활용한 미백 효능 평가법은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미백 제품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Hyperpigmentation on face is a highly anxiety-producing symptom, especially for women from the aspect of 

beauty. Pigmentation of the skin is related to the amount of melanin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UV radiation. In 

vivo reflectance confocal microscopy is a non-invasive imaging tool allowing visualization of the skin without tissue 

alteration, by placing a microscopy directly on the living ski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new evaluation 

method of whitening effects using in vivo reflectance confocal microscopy and to validate other instruments for measur-

ing skin colors, and UV-induced hyperpigmentation was elicited on the inside skin of the forearm. It suggested that 

the new method for whitening effects using the confocal microscopy was useful to evaluate the de-pigmentation products 

and to easy for understanding to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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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빛이 피부조직을 통과하면 피부 층별 성분 및 특징에 

의해서 빛이 흡수되거나 반사, 또는 산란되는 현상을 

보인다. 각질층에서는 주로 투과되는 빛이 산란되거

나 반사되며, 멜라닌과 혈류 속 헤모글로빈은 파장별 

흡수 계수를 보이고 진피층의 불균일한 조직 및 콜라

겐 섬유에서는 피부 속으로 들어온 빛을 반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부터 피

부 내 멜라닌이나 헤모글로빈 함량에 의해서 빛의 흡

수/반사 특성이 바뀌게 되므로 피부 색소 침착이나 피

부 혈류 흐름을 측정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피부의 

분광 반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1].

In vivo confocal scanning laser scanning microscopy 

(CSLM)는 이런 피부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원

에 대한 reflected image를 제공하는 측정 방법이다. 실

시간 이미지를 제공하는 CSLM 이전에는 tandem scan-

ning microscope (TSM)이 유일한 측정 장비였으나, 

1990년대 초반 CSLM이 개발된 이래 현미경의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측정 인자의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2]. 이 중, 피부에 적용하는 대표적 기기로

는 Vivascope (Vivascope 1500, Lucid, USA)가 가장 널

리 활용되고 있다. 

In vivo CSLM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피부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는 피부 생검과 절

편, 염색과정을 거치면서 관찰해오던 조직학적 기법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공적 결함이나 원래 피부 

구조의 변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in vivo skin imaging 측정 장비인  high frequency ultra-

sound imaging (HFUS)이나 optical coherence tomog-

raphy (O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비해

서 고해상도(high resolution)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

점이 있다[3-5].

미백 연구에서 멜라닌의 대사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표피의 각층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멜라닌 형성 세포의 활성이 결정되는 기저층

(basal layer)에서 멜라닌의 양과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멜라닌은 표피층의 세포에 비해서 굴절률

(refractivity)이 매우 높고 이런 이유로 공초점 이미지

에서 가장 잘 구분되는 지표가 된다(멜라닌 굴절률 = 

1.7, 표피 세포 굴절률 = 1.34 ~ 1.4). 피부 생검을 이용

하여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형성세포의 변화 양상을 

reflectance confocal microscopy (RCM)를 이용한 이미

지와 비교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6].

반복적인 자외선 조사에 의한 피부 색소침착에 있

어서 일상적인 자외선 노출이 아닌 tanning bed 등 arti-

ficial tanning lamp에 의한 피부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통하여, 광원이 자외선 A영역(UVA)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UVA에 의한 반복적 광 노출 시 색소침착의 

양상을 in vivo CSLM을 이용하여 자외선에 의한 표피

층의 두께를 비교 연구한 바 있다[7].

Pierre Corcuff 등은 광원으로서 Argon/Krypton laser

를 사용하여, 광 세기(intensity)가 2 mW인 자체 개발

한 비침습적 측정장치를 보고한 바 있다[8]. 특이한 점

은 공초점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여 3차원 구조 재

형성(3D-reconstruction)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 표피 기저층의 멜라닌에 의한 nuclear cap 구조를 

모델링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Nuclear cap의 반경은 

대략 200 ~ 800 nm으로 CSLM 기기로 충분히 관찰 가

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In vivo CSLM (Vivascope 1000, Lucid, USA)을 활용

하여 입술 조직을 살펴본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9]. 

입술에서는 피부와 달리 표피층과 평행하게 blood 

vessel이 분포하고 이로 인해서 입술의 색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반면 이러한 구조가 붕괴되면서 혈류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혈관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면서 

입술색이 창백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화된 기기인 Stratum (Optiscan Pyt Ltd., 

Australia)은 in vivo CSLM의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이나, 광원에 대한 굴절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는 형광체(fluorescent)를 측정한다

는 차이가 있다[10]. 측정 가능한 깊이는 300 µm까지

이며, Vivascope에 비해서 이미지 해상도가 훨씬 개선

된 결과를 보여준다. 측정 방법이 피부속의 형광 물질

을 측정해야 하므로 피험자의 피부에 존재하는 auto-

fluorescence를 측정하거나 fluorescence를 나타내는 물

질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초음파와 CSLM을 비

교한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부 내부의 상태를 비

교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in vivo CSLM을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통해 유도된 과색소침착된 피부에 기능성 화

장품을 도포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피부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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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닌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 미백 효능에 대한 새로

운 평가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피험자 

건강한 한국 성인(20 ~ 35세) 4명(남성 3명, 여성 1

명)을 대상으로 참여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시험에 

참여하였다. 시험 수행기간 동안 1일 1회 측정 및 관

찰을 위하여, 피험자의 수를 불가피 제한하였다. 피험

자는 하박 내측에 병리학적 증상도 보이지 않았으며, 

시험 수행기간 동안 어떠한 국소 도포 제품도 사용하

지 않았고, 시험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 연구

에 대하여 참여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임상윤리심의

위원회(IRB, international review board)의 허가를 득하

여 수행하였다. 

2.2. 시험 제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기능성 미백을 소

구하고 있는 국내 제품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국내 

제품 중 크림 제형의 시험 제품으로 선발 수행하였으

며, 1일 2회 도포를 수행하였고, 1회에 2 µL/cm2 양을 

pipette을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2.3. 과색소 침착 유도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과색소침착을 유도하기 위하

여 One-port simulator (Oriel, USA)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외선 조사 전 피험자의 최소 홍

반량(minimal erythem dose, MED)을 측정하여, 인공 

흑화를 위한 조사량을 1주에 2 ~ 3회 1.0 ~ 1.5 MED를 

2주 동안 조사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구획(1.5 × 1.5 cm2, 2 × 2 mm2)을 나누어 넓은 

면적에서는 사진 촬영과 피부색 측정을 위해 사용하

였고, 좁은 면적은 in vivo CSLM을 측정하는 데 사용

하였다. 

2.4. 측정 기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색 측정을 위해, 멜라닌

과 헤모글로빈의 반응 파장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Mexameter (MX18, C+K, Germany)와 가시광선을 조사

하여 반사되어 나오는 피부색을 측정하는 spectropho-

tometer (CM-2600d, Minolta, Japan)을 사용하였다. 피

부 속을 관찰하기 위한 in vivo CSLM으로는 상업적으

로 판매하는 Vivacop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5. 시험 방법

피험자는 항온항습 조건이 유지되는 실험실(25 ± 2 

℃, 40 ± 2% relative humidity)을 방문하여, 참여 의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하박 내측을 동일한 제품으로 씻

어낸 다음, 시험을 위한 피부가 항온항습 조건에 적응

을 위하여 15 min 이상 대기하였다. 기존의 보고된 논

문과 유사하게, 피험자의 하박 내측에 인공 흑화를 통

한 과색소침착을 유도하였고, 자외선 조사가 끝나고, 

매일 피부색 측정과 CSLM을 활용하여 흑화된 피부를 

관찰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830 nm의 레이저를 사

용한 20 mW 이하 세기의 30배율의 대물렌즈 장비와 

Crodomol STS 오일(굴절률 = 1.469)을 사용하여, 과색

소 침착을 유도한 좁은 면적 부위를 기준으로 CSLM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동시에 넓은 면적 부위에는 

Mexameter와 spectrophotometer 측정을 실시하였다. 

CSLM으로 측정되는 부위도 25칸의 Vivablock (5 × 5)

에서 3군데 다른 위치에서 찍힌 이미지를 정량화된 

수치를 평균한 값으로 표현하였다. Viva block은 특정 

면적 내에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여러 개

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며, 측정부위에서 촬

영되는 시작 깊이에서 10 µm씩 내려가면서 촬영한 

Viva block 이미지를 사용하였다[14]. 미백효과를 시험

하기 위해, 과색소 침착부위를 8주 동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1일 2회 도포하여 무도포군과 비교하였다. 

Figure 1. The study design of artificial tanning on forearm 

for measuring skin after UV-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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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미지 및 통계 분석

CSLM 이미지의 분석을 위하여 Image-Pro Plus (Ver 

5.1, Media Cybernetics, USA)를 활용하여 육안으로 보

다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95% 신뢰수준으로 paired t-test를 수행하였으

며, 상관성 분석은 Pearson’s coefficient로 나타내었으

며, 모든 통계 분석은 MinitabⓇ Ver.14 (Minitab Inc. 

PA,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In vivo CSLM 이미지 분석

Figure 2에서와 같이 좁은 면적(2 × 2 mm2)의 자외

선 조사를 통해, 인공 흑화를 유도하면, 육안이나 

CSLM 이미지에서 미세하게 멜라닌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멜라닌이 다른 피부 구성성분과는 다르

게 멜라닌은 밀도가 높고 굴절률이 강하여, CSLM 이

미지에서는 밝은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12,13]. 육

안으로 관찰할 경우,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CSLM 

이미지에서는 밝은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

정하기 위해서, Image-Pro Plus를 이용하여, 이미지 처

리를 활용하면, Figur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멜라닌이 

많이 있는 흑화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3.2. 표피 깊이에 따른 in vivo CSLM 이미지 분석

자외선이 조사된 이후, 표피 기저층에서 멜라닌 형

성세포는 멜라닌을 급격하게 형성하여, 각질형성세포

를 통해 각질층으로 멜라닌을 이동시킨다. 이때, 멜라

닌은 각질형성세포의 핵 위로 위치하여, 자외선에 의

한 유해한 영향을 막는 모자 형태의 멜라닌 캡

(melanin cap)을 형성한다[15].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 vivo CSLM을 이용하여 표피층의 깊이별로 이

미지를 얻어낸 후, 이미지 처리를 통하여 살펴보면, 

(a) (b)

Figure 2. Photograph (a) and CSLM image (b) after 

UV-irradiation. (a) Visual image at artificial tanning on skin 

(2 × 2 mm2), (b) In vivo CSLM image using by Vivablock 

program.

Figure 3. Image processing data on artificial tanning site 

using by Image-Pro Plus.

*Reference image

Figure 4. The image of melanin caps existence on the depth 

of epidermis. *Reference image of epidermi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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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이에 따라 

멜라닌의 양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화할 수 있었다.   

3.3. 제품 도포에 따른 피부색 측정 결과

8주에 걸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1일 2회 도포하

여, 무도포 흑화 부위와 비교를 평가하였다. Figure 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멜라닌의 양은 도포 부위(APPL)

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도포 부위(NONT)보다 유

의하게 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피부 밝기

(Lightness)를 측정한 결과, 제품을 도포한 부위에서 

피부 밝기의 증가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촬영을 통한 자외선 조사 후, 흑화된 

피부에서 제품을 도포한 부위에서 도포하지 않는 부

위보다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제품 도포에 따른 CSLM 이미지 분석 및 측정기기

와의 상관성 분석

In vivo CSLM 측정을 통하여 얻어낸 이미지를 이용

하여, 제품 도포에 따른 멜라닌의 변화를 이미지 분석

을 통하여 나타내었다(Figure 6). CSLM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피부결에 의한 측정 간섭현상으로 피부 최상

층 깊이에서는 멜라닌 관찰이 어려워, 피부 표피에서 

30 µm 깊이에서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량을 살펴

본 결과, 멜라닌의 양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미지 

처리를 이용하여, 멜라닌의 양을 수치화 분석한 경우, 

Mexameter를 통해 얻어진 melanin index와의 상관성 

계수가 0.897로 나타났다(30 µm 깊이 기준). 마찬가지

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피부 밝기(lightness 

value)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성 계수가 

0.820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30 µm 깊이 기

준) (수치화를 통한 분석 결과의 상관성을 검증하였

으나, 2주 간격의 수치 분석으로, 결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a)

(b)

(c)

Figure 5. The graphs and image after application of product. 

(a) Melain index, (b) Lightness value, and (c) Photographs 

of application site and non-treated site. 

Figure 6. The CSLM images after application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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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효능 중 미백 기능성 효능

에 대해 인체를 대상으로 피부색을 측정하는 방법이

외에 보다 과학적이며, 수치적 해석뿐만 아니라 시각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백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화장품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피부 속

의 멜라닌의 양을 측정하는데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

안하였다.  

기존의 측정방법이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하여 멜라

닌의 양과 피부색의 밝기를 측정하는 상대적인 간접

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in vivo CSLM을 통하여 측정하

는 것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외선 조사를 통한 과색소침착을 유도한 후, 제품을 

8주 동안 도포함으로써 나타나는 미백효과를 기존 측

정기기와 신규 측정기기를 병행하여 측정함으로써 측

정기기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고, 새로운 측정방법을 

확립하였다. 

In vivo CSLM의 활용은 초기 염증 반응과 같은 병

원성 피부에 대한 연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제작되었

으나, 그 응용 범위가 넓어져 모공이나 피부 진피층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새로

운 미백 평가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

백 제품 개발에 활용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이미지 분석 처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와의 병

행으로 보다 다양한 피부 속 관찰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새로운 화장품의 효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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