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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유는? 

 



 

 

 

 

 

이유 1: 천연 코르티손 (코르티손의

코르티손은 우리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활력을 주며 오전 8 시경에 분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코르티손은

미칩니다. 코르티손은 만성 스트레스

아드레날린은 극심한 스트레스(트럭이

강력한 항염제인 까닭에 약품으로

코르티손의 위험한 부작용은 복용

하지만 국소적으로 환부에만 사용될

이유 2: 염증으로 인해 파괴된다
 

코르티손을 정상 피부에 바르면 

있는 피부에 바르면 즉시 염증으로

없습니다. 만약 침투하더라도 극소량이어서

 

코르티손은 무엇이며

사용을 꺼리는 5

 

 

코르티손의 부작용)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으로 분비되며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

분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분비되다가

코르티손은 당분이나 지방의 신진대사를 도우며 수면과 면역시스템에

스트레스(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상황)를 받을 때 분비됩니다

약품으로 사용됩니다. 코르티손은 정제, 주사, 크림이나 연고

복용 또는 주사 투여시 체중증가,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사용될 때는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괴된다. 

 피부속으로 침투해서 혈관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극소량이어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    

무엇이며 사람들이 코르티손

5 가지 이유는?  

 

부렐 부타즈 박사 

Dr. Bourrel Bouttaz  

이 호르몬은 아침에는 

분비되다가 오후 3 시경에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 분비되고 

분비됩니다. 코르티손은 

연고 형태로 사용됩니다. 

골다공증, 골절 등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침투하는 경우는 거의 

아닙니다. 

 

코르티손 



습진에 취약한 부위에 일주일에 두

두가지 이유: 현미경으로 피부를 보면

염증이 있다가 사라진 부위에 일주일에

예방을 위해 일 년 동안 바르는 총량은

  

이유 3: 코르티손은 왜 언론의

발라도 낫지 않는다.   

습진을 고치려면 피부를 보습하고

유발 요인을 찾아서 예방해야 합니다

생균제를 복용하여 장내 세균을

섭취해야 합니다.   

 

독소의 배출을 막는다 

흔히 사람들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전에 이미 피부의 배출 기능에 대해

물론 독소는 땀과 피지의 형태로 피부를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것입니다. 

 

이유 4: 분명히 다른 방법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만성적인 증상이기

때마다 다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생균제를 복용해야 하나?  

어떤 환자들은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변함이 없습니다.  

 

� 피부가 건조하다 싶으면 더

� 몸과 피부의 소리에 귀를 

 

 

두 번 지속적으로 바를 것을 권하는 이유는? (팔꿈치

보면 염증이 여전히 남아있고 곧 재발하려는 것이 관찰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코르티손을 바르면 습진의 재발을

총량은 재발 시 바르는 양보다 적어야 합니다.   

언론의 뭇매를 받을까? 

보습하고 코르티손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니다.  

을 물리쳐야 하며 항염증 작용을 하는 식품이나 

가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하지만 코르티손 크림은

않습니다. 코르티손 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에 상관없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증상이기 때문에 부모나 환자 모두가 받아들이기 몹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재발의 조짐을 

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치료를

더 나빠지기 전에 매일 보습을 해줍니다.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몸이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안쪽) 

관찰됩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산(low-acid)식품을 

히포크라테스는 2,500 년 

크림은 땀과 피지선의 배출 

상관없이 독소는 배출될 

몹시 힘이 듭니다. 재발할 

 알 수 있었나? 또 다시 

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은 

관찰해야 합니다. 



� 참고 고통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면 스트레스

� 장내 세균을 잘 관리 해야

 

이유 5: 코르티손을 두려워하는

연구를 보면 의학계 안에서도 다양한

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1/ 유발요인은   

 

�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요인

� 피부 밸런스를 깨는 요인: 

� 장내 세균을 교란시키는 요인

� 스트레스  

 

2/ 식습관: 습진을 악화시키는 두 가지

� 산성화 식품: 사탕, 케익,

오렌지, 자몽)  

� 염증성 식품: 공업적으로

조리된 육류, 붉은색 육류

 

없습니다.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이완요법, 최면)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니다. 치료 교육 센터는 아토피성 피부 질환 치료에 

 

                                                                상세한 주의 사항  

요인: 추위, 물, 비누, 모든 화학 제품, 방향제, 먼지, 

: 당분과 결합된 강한 산성 식품  

요인: 강한 산성 식품, 항생제, 위장염. 

가지 종류의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빵, 아침식사용 시리얼, 파스타, 에너지바, 꿀, 감귤류

공업적으로 가공된 모든 식품, 냉압착유가 아닌 기름, 소에서

육류 

)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어 그 권위를 인정 

 주택개조, 꽃가루  

감귤류 과일(레몬, 귤, 

소에서 나오는 유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