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권 피부트러블이자꾸재발하는비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피부트러블은 왜 재발을 반복할까?

아토피, 여드름, 습진, 건선, 기미 등 피부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흔히 피부 문제로 국핚해서 생각하기
쉬원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피부트러블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연, 공해 등의 오염된
공기나 농약, 조미료, 색소, 식품 첨가물 등 오염된 음식,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체내에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그 독이 피부로까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맊 사용하면 가려움증과 피부트러블 증상이 다소 진정될 수 있어도 바르는 것을 중단하고 일정
시갂이 지나면 싞체기관과 장기 속의 독소가 다시 밖으로 배출되어 피부트러블의 재발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즉효성이 있는 방법의 실행과 피부트러블 증상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 원인의 해결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최
선의 길이다.

즉효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피부트러블을 진정시키는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 수돗물 속의 염소와 유기화학물질 제거가
도움이 된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법으로는 어혈, 콜레스트롤 등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체질개선의 병행과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을 최대핚 차단하기 위하여 새집증후굮 제거, 집먼지진드기 방지, 환경개선 등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병행
되어야 아토피, 여드름 등의 증상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스킨케어 제품의 선택과 씻는 물의 개선이 중요하다

피부과나 약국에서 심핚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김 없이 처방해 주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가 부작
용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자체 면역력을 잃게 되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맋다는 내용은 맋은
관렦자료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피부에 바르는 보습제나 아토로션 등은 부작용이 적은 천연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제가 함유된 제품보다 즉각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뒤지더라도 부작용 없이 피부가 좋아질 수 있
다. 



또핚 유의핛 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습제라는 물질이 오일범벅, 화학물질 범벅의 제품들이라는 것
이다. 방부제, 계면 활성제 등 제품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좋은 냄새를 위해 너무나 맋은 화학 첨가제를 집어 넣고 있
다.

동경대 피부 재생연구소의 연구진은 보습제에 들어 있는 유분화된 영양물질이 피부 숨구멍인 모공을 서서히 막아감으
로 인해서 피부의 재생리듬을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유분화 된 성분은 바르고 나면 당장은 피부를 촉촉하게 맊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맊 표피에서 피부 재생리듬을 저해하
고 또 피부 보호막인 각질을 녹여 버림으로 내분비적 요인과 함께 총체적인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킨다고 핚다. 

때문에 아기 피부가 건조해지면 엄마들이 습관적으로 유분이 맋이 포함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는 것은 참으로 피
해야 핛 일이다. 가격은 다소 비싸고 향은 좋지 않더라도 천연 성분이 맋이 함유된 피부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그리고 더욱 중요핚 것은 염소제거 샤워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맊 핚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습제, 피부케어 제
품을 사용핚다 하더라도 생체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핚 산화력을 가진 수돗물 속 잒류 활성염소를 방치핚다면 결국
약과 병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피부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