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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부위별 피부표면 유·수분 상태와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포천군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의 여대생 400여명중 건강

하고 피부 질환이 없는 110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무작위 추출한 후,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사대상자의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한 문항등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수분 측정을 위해 Corneometer CM 820과 유분 측정은 Sebummeter SM

410을 이용해 안면 4부위(이마, 뺨, 눈가, 턱) 피부 표면의 유·수분량을 측

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안면 전체와 각 부위의 피부표면 유·수분 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변량분석과, 안면 4부위의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50 2.0세이며, 안면 피부 전체의 유·수분

량을 부족, 보통/ 충분으로 나눈 후 자가진단과 기기측정에 의한 유·수분

량의 일치도를 보았을 때, 수분량의 경우 Kapp a값이 0.181, 유분량은 0.203

으로 나타나, J. Cohen에 의한 Kappa 계수 일치정도 판정표에 의해 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

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변수들이 안면부위별 유·수분 상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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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표면 수분량의 경우 뺨의 수분량은 세안시 수온과 관련이 있었

고,눈가의 수분량은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유.무, 스크럽 세안제 사용

유.무, 마사지 횟수, 음주 유.무, 물 섭취량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마의 유분량은 세안시 수온과 관련이 있었고, 뺨의 유분량은 화장품 부

작용 경험 유.무,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경험 유.무, 세안 횟수, 마사

지 횟수, 자외선 차단제 사용 유.무, 흡연 유.무와, 눈가의 유분량은 화장품

부작용 경험 유.무,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경험 유.무, 세안 횟수, 흡

연 유.무와, 턱의 유분량은 흡연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안면부위별 피부표면 수분량의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부위별

유·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마

부위의 표면 수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품.향수로 인한 향 알레르기를

경험하지 않은 군이, 마사지 횟수가 높을수록, 비누와 세안전용 크림을 둘

다 사용하는 군보다 세안전용 크림만을 사용하는 군에서 표면 수분량이 높

게 나타나 유의했고, 유분량의 경우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비누 사용군 보다 비누와 크림을 모두 사용하는 군에서 유분량이 높게 나

타나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뺨 부위의 수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이,

커피 비음용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했고, 유분량은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

러블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눈가 부위의 수분량은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이, 마사지 횟수가

많을수록 유의했고, 턱 부위의 수분량의 경우 화장품.향수로 인한 알레르기

를 경험하지 않은 군이, 세안횟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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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위의 결과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이 안면부위별 표면

유·수분 상태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건강한 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화장

품의 사용, 올바른 피부관리 습관, 건전한 생활 습관 등의 건강행위를 통해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안면부위별 피부표면 유·수분 상태, 피부민감도, 피부관리습관,

생활 습관

- v ii -



Ⅰ . 서 론

피부는 인체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물리.화학적으로 외

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생명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이다(윤여성, 1996). 피부

의 방어기능은 주로 최외층인 각질층이 수행하고 있으며 (Jacobi, 1599;

Lewis & Wheeler, 1967), 피부의 지방막이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

러한 각질층에서 기본적인 장벽기능(Barrier)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Tagami, 1995).

스킨케어(Skin Care)에 있어 관련된 피부의 부위는 피부표면의 각질층

이다. 각질층은 수분과 유분으로 이루어진 피지막으로 덮여 있으며, 피지막

은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는 동시에 수분을 끌어들이는 친수성이 있어 피부

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준다. 피지는 알칼리를 중화하고 유해물질의 침입

을 막으며, 살균력이 있고 피부건조를 방지하고 피부노화를 지연시키며, 피

부의 수분보유량을 조절해주므로, 피지생성정도는 피부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강호정, 1995).

건강한 피부를 위한 피부의 탄력성과 부드러움은 수분함유가 필수적이

며, 각질층은 수분 부족시 피부의 물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아 피부가 건

조하게 되고 각질화 되거나 피부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며 부서지기 쉬

워, 피부주름이 증가하고 피부노화를 촉진하게 되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는 각질층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다(윤준혁,1994; 이승헌 등,1996; Barel, 1995; Blank, 1952; Berardesca,

1991). 그러므로 각질층의 수분함량과 유분의 함량은 피부의 정상적 기능

에 있어서 중요하며 피부 거칠기는 피부 수분상태의 반영뿐만 아니라 표피

지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호정과 함정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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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과 흡습성은 인체 부위별로 다르며, 피부가 부드

럽고 탄력을 띄는 것은 각질층의 수분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피부보습은

각질층 하부로부터의 수분확산, 각질층의 천연보습인자(NMF), 각질층의 지

질 및 피지에 의한 내적 인자와 대기환경, 상대습도, 보습기제와 같은 외적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김봉인, 1996; 이승헌 등, 1994; Barel, 1995;

Berardesca, 1991; Conti, 1995; Cu a et al, 1990; Gerson, 1986).

사회가 다변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체적인 건강과 외적인 아

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면서 스킨케어(skin care)에 대한 관심

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얼굴의 피부는 항상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위이고, 여성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에스테

틱(esthetic)에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90년대 초부터 현대 산업 사

회의 한 영역으로써 확고한 영역을 다져왔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를

배경으로 피부관리학(esthetic) 이라는 학문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에스테틱 분야의 핵심이 피부 관리이다. 피부의 관리란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 아름답고 건강하며 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상태의 유지 관리를 말한다. 피부관리의 bio cosmetic은

건강하고 잘 관리된 피부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피부 건

강 상태의 유지, 이상적이지 못한 피부 상태의 방지와 개선, 조기 노화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건강관리, 피부과학, 예방의학의 절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Eckstein, 1988). 이러한 차원에서 피부관리에는 피부 기능의 정상

화를 위해 화장품을 통해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는 외부적 접근방식과 스트레스 방지, 자외선 차단, 식이요법,

건전한 생활습관 등의 예방 의학적 접근 방법등이 있다(고혜정, 1996). 이

와 같이 피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피부관리 행위는 결국 최적의 건강상

- 2 -



태를 향한 움직임으로, 생활방식 또는 삶의 양식 변화라는 속성을 가진 건

강 증진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최은영, 1998).

많은 여성의 경우 안면 부위별로 유·수분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부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

태에서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피부는 부위에

따라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적 기능이 다르며 해부학적인 차이는 주로 각

질층의 두께, 부속기관의 분포, 표피와 진피의 접합부의 구조 및 혈류량등

의 변화에 기인한다(고재숙, 1998). 피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적인 기

능은 부위, 성, 년령 및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Serup & Jem ec,

1995).

국내에서는 아직 한국인의 피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고재숙,1998)으로, 최근 여성들이 많이 애용하여 수입이 급증하

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의 피부 특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부 표면의 유·수분 측정을 위한 비침습적 방법

은, 성, 연령, 인종간의 피부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비침습적 방법은 피부의 특성 변화를 육안으로

판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일 뿐 아니라, 측정이 용이하고 피부를 비파괴적

으로 생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재숙, 1998).

본 연구는 안면 부위별 한국인의 피부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피부표면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건강한 여대생 110명을 대상으로 안면 부위별 유·수분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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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차이와 피부관리 습관, 피부민감도, 생활습관에 관련된 변수들과

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면부위별 유·수분량을 조사한다.

둘째,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이 유·수분 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셋째, 위 요인들 중 안면부위별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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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틀과 대상

가 . 연구의 틀

연구대상자의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을 자기 기입식 설

문을 통해 파악하고, 피부 표면 유·수분 측정기인 Sebumm eter SM 410와

Corneometer CM 820을 이용하여 안면 부위별 유·수분을 측정한 후, 설

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측정된 안면 부위별 유·수분량과의 상관성을 단

일 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 방법을 이용해 알아보았다. 연구 및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나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평균 연령이 21.50 2.0세인 여성 110명의 안면

부위별 유·수분량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

에서 400여명의 여학생중 건강하고 피부질환이 없는 110명을 연구대상자로

무작위 추출하여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험과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가설

가설1. 안면부위별로 유·수분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대상자의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이 안면

부위별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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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습관 생활 습관

민감도

화장품 부작용

화장품 교체시

트러블

향 알러지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

세안횟수

세안방식

세안시 수온

스크럽 세안제

마사지 횟수

자외선 차단제

썬탠

수면시간

음주

커피 음용

흡연

물 섭취량

기기에 의한 안면부위별 유·수분량 측정

단일 변량 분석 : χ², Anova

다변량 분석 : multip le regression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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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및 측정 방법

자기 기입식 설문지는 크게 자가진단,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

활 습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유·수분량 정도를, 피

부 민감도 항목에는 민감성 여부, 화장품 부작용 경험의 유.무, 화장품 교

체시 트러블의 유.무, 피부과 병원에서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아본

경험의 유.무, 화장품 또는 향수를 사용할 때 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유.무,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유.무,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 유.무와 피부

관리 습관에 관한 항목에서는 1일 세안 횟수, 세안방식, 세안시 수온, 스크

럽 세안제의 사용 유.무, 마사지 횟수, 자외선 차단제 사용, 썬탠의 유.무를

생활 습관에 관한 항목에서는 1일 수면시간, 음주여부, 커피 음용여부, 흡

연여부, 1일 물 섭취량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별 변수의 정

의와 측정 수준은 표1과 같다.

피부 표면의 수분측정은 Corneom eter CM 820 (Courage and Kazaka,

GmbH, Cologne, Germany)를 이용하여 피부에서 가장 높은 절연계수를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에 따른 정전용량(capitance)을 측정함으로써, 수분

함량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감지기를 측정부위 피부표면

에 밀착시킨 후 가볍게 누르면 나타나는 수치를 자체 기준의 임의 단위인

Arbitrary Unit (AU)로 표시하였고 측정값은 각 부위별로 3회 측정한 평균

치를 이용하였다.

표면 유분량 측정은 Sebumm eter SM 410(Courage and Kazaka,

Germany)을 이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투명 플라스틱 필름이 부착되어 있

는 probe를 피부표면에 접촉하여 피지를 흡착시킨 후, 빛이 투과하는 정도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치는 임의 단위인 Arbitrary Unit (AU)로 표시하였고

측정값은 각 부위별로 1회 측정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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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시간 전에 준비된 세안제로 측정부위를 세정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항온 항습 조건인 온도 20-23℃, 습도 55%-60%인 상태에서 측정하

였다.

4. 변수의 정의 및 분석

독립 변수는 일반적으로 피부표면의 유·수분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으로 알려진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으로 분류하고, 종속

변수는 피부표면의 유·수분량으로 선정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AS를 이용

하였다. 분석방법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피부 민감도, 피부 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한 항목은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세 항목중 안면 전체와 부위별 유·수분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χ²과 Anova를 이용한 단일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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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변수의 정의와 측정수준

구 분 항 목 변수명/ 측정수준

종속변수 안면부위별 유·수분량 측정 수치, 부족, 보통/ 충분

독립변수 피부민감도 민감성 유.무

화장품 부작용 경험 유.무

화장품 교체시 피부트러블 경험 유.무

화장품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

유.무

화장품 또는 향수 사용시 향에 대한

알러지 유.무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 유.무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 유.무

피부관리습관 1일세안 횟수 2회이하, 3회이상

세안방식 비누사용, 세안전용크림사용

둘다 사용

세안시 수온 26℃이상

15℃-25℃/ 14℃이하

26℃이상/ 15-25+14℃이하

스크림세안제 사용 유.무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1회 이상

자외선 차단제 사용 유.무

생활 습관 수면시간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음주 음주, 비음주

커피음용 음용, 비음용

흡연 흡연, 비흡연

물섭취량 3컵 이하, 4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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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포천군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 여학생 11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표면의 유·수분량 정도의 관

련요인으로서 일반적인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2세 이하가 94명(85.5%), 22세 이상이 16명

(14.5%)이었다.

1) 피부 민 감도

피부 민감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피부의 민감성, 화장품 부작용 경험,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피부과 병원에서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 화장품 .향수로 인한 알레르기,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 자외선

에 대한 민감성등에 관한 것을 설문하였다.

피부가 민감하다는 군은 62명(56.4%),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을 경

험한 군이 51명(46.4%)이고, 피부과 병원에서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이 6명(5.5%), 화장품, 향수로 인한 향 알레르기를 경

험한 군이 12명(10.9%)으로 조사되었다.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다고 대답

한 군이 75명(68.2%)이었으며, 자외선에 대해 민감하다는 군이 75명(68.2%)

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민감도 특성의 항목별 구성과 인원, 백분율

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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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조사대상자의 피부 민감도 단위 ; 명(%)

항목 구분 인수 비율(%)

피부 민감도 무 48 43.6

유 62 56.4

화장품부작용 무 48 43.6

유 62 56.4

화장품 교체시 피부 무 59 53.6

유 51 46.4

화장품 접촉 피부염 무 104 94.5

진단을 받은 경험 유 6 5.5

화장품.향수로 인한 . 무 98 89.1

향 알레르기 .. 유 12 10.9

온도 변화에 대한 무 35 31.8

민감성 유 75 68.2

자외선에 대한 무 35 31.8

민감도 유 75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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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관리 습관

피부관리 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1일 세안 횟수, 세안방식, 세안시

수온, 스크럽 세안제 사용, 마사지 횟수, 자외선 차단제 사용, 썬탠 등에 관

한 것을 조사하였다.

1일 세안횟수는 2회 이하가 79명(71.8%), 3회 이상이 31명(28.1%)이었으

며, 세안 방식의 경우 비누를 사용하는 군이 45명(40.9%), 세안전용크림

사용군이 9명(44.5%), 비누와 세안전용크림 모두 사용군이 14명(12.7%), 무

응답이 2명(1.8%)으로 조사되었다.

세안시 수온의 경우 26。C의 물을 사용하는 군이 7명(6.4%), 15。C∼25。

C, 14。C의 물 사용군이 37명(33.7%), 26。C 또는 15。C-25。C와 14。C 이하의

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군이 66명(60%)으로 조사되었다.

스크럽 세안제를 사용하는 군이 77명(70%)이었으며, 비사용군이 33명

(30%), 1주일에 마사지 횟수가 1회 미만군이 81명(73.6%), 1회 이상군이

29명(26.4%)으로 조사되었다.

자외선 차단제 비사용군이 37명(33.6%), 사용군이 73명(66.4%)이었고,

비썬탠군이 107명(97.3%), 썬탠군이 3명(2.7%)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

의 피부 관리 습관 특성의 항목별 구성과 인원, 백분율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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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습관 단위;명(%)

항목 구분 인수 비율(%)

1일 세안 2회이하 79 71.8

횟수 3회 이상 31 28.1

세안방식 비누사용 45 40.9

세안전용크림 사용 49 44.5

비누+크림 모두 사용 14 12.7

무응답 처리 2 1.8

세안시 수온 26。C 이상 7 6.4

15-25。C/ 14。C 이하 37 33.7

26。C이상/ 15-25+14。C이하 66 60.0

스크럽 세안제 무 77 70.0

사용 유무 유 33 30.0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81 73.6

/ 1주일 1회 이상 29 26.4

자외선차단제 사용 안함 37 33.6

사용 사용함 73 66.4

썬탠 유무 무 107 97.3

유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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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습 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수면 시간, 음주 여부, 커피 음용, 흡연,

물 섭취량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다.

하루에 8시간 미만 수면군이 86명(78.2%)이었으며, 8시간 이상 수면군은

24명(21.8%), 비음주군이 20명 (18.2%), 음주군이 90명(81.8%)으로 조사되었

다. 커피 비음용군이 40명(36.4%), 음용군이 70명(63.6%)이었으며, 비흡연군

이 100명(90.9%), 흡연군이 10명(9.1%), 1일 물 섭취량이 3컵 이하군이 76명

(69.1%), 4컵 이상군이 34명(30.9%)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생활 습

관에 대한 특성의 항목별 구성과 인원, 백분율은 표4와 같다.

표4. 조사대상자의 생활 습관 단위 ; 명(%)

항목 구분 인수 비율(%)

수면시간 / 1일 8시간미만 86 . 78.2

8시간이상 24 21.8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20 18.2

마신다 90 81.8

커피음용 마시지않는다 40 36.4

.마신다 . 70 63.6

.

흡 연 피우지 않는다 100 90.9

피운다 10 9.1

물섭취량 / 1일 3컵 이하 76 69.1

4컵 이상 34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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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대상자의 안면부 위별 유·수분량

측정에 의한 안면부위별 유·수분량 평균치는 수분량의 경우 이마 부위

가 44.427 11.666, 뺨 부위가 55.390 12.146, 눈가가 58.863 14.322, 턱 부위

가 42.200 13.054이었으며 유분량의 경우, 이마 부위가 48.382 27.876, 뺨 부

위가 22.255 18.334, 눈가가 19.282 13.876, 턱 부위가 32.836 22.700로 조사

되었다. 부위별 유·수분량에 따른 평균값과 표준 오차는 표 5와 같다.

표5. 조사대상자의 피부 표면 안면부위별 평균 유·수분량
(평균±표준오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수분량 44.427 11.666 55.390 12.146 58.863 14.322 42.200 13.054

유분량 48.382 27.876 22.255 18.334 19.282 13.876 32.836 22.700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 의한 유·수분량의 정도를 부족, 보통/ 충분 항

목으로 구분하였다. 수분량의 경우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서 부족하다고

한 경우는 34명(30.91%), 자가진단에서 부족, 기기 측정에서 보통/ 충분이

14명(12.73%)이었으며 자가진단에서 보통/ 충분, 기기 측정에서 부족이 34

명(30.91%),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서 모두 보통/ 충분이 28명(25.45%)로

조사되었다.

유분량의 경우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서 부족하다고 한 경우는 22명

(20.%), 자가진단에서 부족, 기기 측정에서 보통/ 충분은 2명(1.82%)이었고,

자가진단에서 보통/ 충분, 기기 측정에서 부족이 49명(44.54%),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서 모두 보통/ 충분이 37명(33.64%)으로 조사되었다. 자가진단

및 기기 측정에 의한 유·수분량 정도는 표 6과 같다. 유·수분량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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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았을 때 수분량의 경우 Kappa값이 0.181, 유분량은 0.203으로 나타

나 J.cohen에 의한 Kapp a 계수 일치정도 판정표에 의해 일치정도가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자가진단 및 기기측정에 의한 유·수분량 정도

단위:명(%)

기기측정 수분량 유분량

자가측정 부족 보통/충분 부족 보통/ 충분

부족 34(30.91) 14(12.73) 22(20.00) 2(1.82)

보통/ 충분 34(30.91) 28(25.45) 49(44.54) 37(33.64)

5) 조사 대상자의 안면 부위 별 피부타입

수분량에 의한 안면부위별 피부타입에서 건성의 경우 이마 98명(89.1%),

뺨 70명(63.6%), 눈가 55명(50%), 턱 98명(89.1%)으로 나타났고, 중성의 경

우 이마 12명(10.9.1%), 뺨 40명(36.4%), 눈가 55명(50%), 턱 12명(10.9%)으

로 조사되었다. 유분량의 경우 지성이 이마 27명(24.5%), 빰 6명(5.5%), 눈

가 3명(2.7%), 턱 8명(7.3%)으로 나타났고, 건.중성의 경우 이마 83명

(75.5%), 빰 104명(94.5%), 눈가 107명(97.3%), 턱 102명(92.7%)으로 조사되

었다. 안면부위별 항목과 피부타입 구분은 표 7.8과 같다.

표7. 조사대상자의 수분량에 의한 피부 타입 단위 ; 명(%)

부 위

구 분 이마 뺨 눈가 턱

건성 98(89.1) 70(63.6) 55(50) 98(89.1)

중성 12(10.9) 40(36.4) 55(50) 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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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조사대상자의 유분량에 의한 피부 타입 단위 ; 명(%)

부 위

구 분 이마 뺨 눈가 턱

지성 27(24.5) 6(5.5) 3(2.7) 8(7.3)

건.중성 83(75.5) 104(94.5) 107(97.3) 102(92.7)

2. 피 부 민 감 도 , 피 부 관 리 습 관 , 생 활 습 관 과 피 부 표 면

유·수분량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이 표면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분량의 정도를 부족, 보통/ 충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피부 민감도와 피부 표면 수 분량

피부민감도에 있어 비민감군의 수분 부족이 28명(58.3%), 보통/ 충분이

20명(41.7%), 민감군에서 부족이 36명(58.11%), 보통/ 충분이 26명(41.9%)이

었고, 화장품 부작용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26명(54.2%), 보통/ 충분이 22명

(45.8%), 경험군에서 부족이 38명(61.3%), 보통/ 충분이 24명(38.7%)으로 비

민감군과 화장품 부작용을 비경험군에서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고,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비경험군에서는 부족이 33명

(55.9%), 보통/ 충분이 26명(44.1%), 경험군에서 부족이 31명(60.8%), 보통/

충분이 20명(39.2%)이었다.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62명(59.6%), 보통/ 충분이 42명(40.4%), 경험군에서 부족이 2명(33.3%), 보

통/ 충분이 4명(66.7%)이었으며, 화장품.향수로 인한 향 알레르기 비경험군

에서 부족이 57명(58.2%), 보통/ 충분이 41명(41.8%), 경험군에서 부족이 7

명(58.3%), 보통/ 충분이 5명(41.7%)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온도변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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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에 있어서 비민감군에서 부족이 17명(48.6%), 보통/ 충분이 18명

(51.4%), 민감군에서 부족이 47명(62.7%), 보통/ 충분이 28명(37.3%), 자외선

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서 비민감군에서 부족이 20명(57.1%), 보통/ 충분이

15명(42.9%), 민감군에서 부족이 44명(58.7%), 보통/ 충분이 31명(41.3%)으로

온도변화와 자외선에 대해 비민감군이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다.

2) 피부 관리 습관과 피부 표면 수 분량

1일 세안 횟수에서 1회 이하군에서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43명 (54.4%),

보통/ 충분이 36명(45.6%), 3회 이상군에서 부족이 21명(67.7%), 보통/ 충분

이 10명(32.3%)으로 조사되었고, 세안 방식에 있어 비누 사용군이 부족이

30명(66.7%), 보통/ 충분이 15명(33.3%), 세안 전용 크림 사용군에서 부족이

25명(51.0%), 보통/ 충분이 24명(49.0%), 비누와 크림을 모두 사용하는 군에

서 부족이 8명(57.1%), 보통/ 충분이 6명(42.9%), 세안시 수온이 26℃ 이상인

군에서 부족한 경우가 22명(59.5%), 보통/ 충분의 경우가 15명(40.5%),

15-25℃/ 14℃ 이하의 경우 부족이 6명(85.7%) 보통/ 충분의 경우가 1명

(14.3%), 26℃ 이상/ 15-25+14℃ 이하의 경우 부족이 36명(54.5%), 보통/ 충분

이 30명(45.5%), 스크럽 세안제 비사용군에서 부족이 46명(59.7%), 보통/ 충

분이 31명(40.3%), 사용군에서 부족이 18명(54.5%), 보통/ 충분이 15명

(45.5%)으로 스크럽 세안제 사용군에서 수분량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

다. 일주일에 마사지 횟수가 1회 미만인 군에서 부족이 54명(66.7%), 보통/

충분이 27명(33.3%), 1회 이상인 군에서 부족이 10명(34.5%), 보통/ 충분이

19명(65.5%)으로 마사지 횟수가 많을수록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자외선 차단제 비사용군에서 부족이 42명(57.5%),

보통/ 충분이 31명(42.5%), 사용군에서 부족이 22명(59.5%), 보통/ 충분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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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0.5%)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군에서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

의하지는 않았으며, 비썬탠군에서 부족이 63명(58.9%), 보통 충분이 44명

(41.1%), 썬탠군에서 부족이 1명(33.3%), 보통/ 충분이 2명(66.7%)으로 조사

되었다.

3) 생활 습 관과 피부 표면 수분량

1일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군의 경우 수분 부족이 51명 (59.3%), 보통/

충분이 35명(40.7%), 8시간 이상군에서 부족이 13명(54.2%), 보통/ 충분이

11명(45.8%)으로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비음주군에

서 부족이 13명(65.0%), 보통/ 충분이 7명(35.0%), 음주군에서 부족이 51명

(56.7%), 보통/ 충분이 39명(43.3%)으로 음주군에서 수분량이 낮았고 , 커피

비음용군에서 부족이 20명(50.%), 보통/ 충분이 20명(50.%), 음용군에서 부

족이 44명(62.9%), 보통/ 충분이 26명(37.1%)으로 커피 음용군이 수분량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비흡연군에서 부족이 61명(61%), 보통/

충분이 39명(39%), 흡연군에서 부족이 3명(30%), 보통/ 충분이 7명(70%), 1

일 물 섭취량이 3컵 이하인 군에서 부족이 40명(52.6%), 보통/ 충분이 36명

(47.4%), 4컵 이상인 군에서 부족이 24명(70.6%), 보통/ 충분이 10명(29.4%)

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군에서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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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피부 민감도와 피부 표면 수분량

변수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 e

피부 민감도 무 28(58.3) 20(41.7) 48(100)

유 36(58.1) 26(41.9) 62(100) 0.000 1.000

화장품부작용 무 26(54.2) 22(45.8) 48(100)

유 38(61.3) 24(38.7) 62(100) 0.309 0.578

화장품 교체시 피부 무 33(55.9) 26(44.1) 59(100)

트러블 유 31(60.8) 20(39.2) 51(100) 0.103 0.748

화장품 접촉 피부염 무 62(59.6) 42(40.4) 104(100)

진단을 받은 경험 유 2((33.3) 4(66.7) 6(100) 0.234

화장품 .향수로 인한 . 무 57(58.2) 41(41.8) 98(100)

향 알레르기 .. 유 7(58.3) 5(41.7) 12(100) 0.000 1.000

온도 변화에 대한 무 17(48.6) 18(51.4) 35(100)

민감성 유 47(62.7) 28(37.3) 75(100) 1.412 0.325

자외선에 대한 무 20(57.1) 15(42.9) 35(100)

민감도 유 44(58.7) 31(41.3) 75(100) 0.000 1.000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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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피부 관리 습관과 피부 표면 수분량

변수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e

1일 세안 2회 이하 43(54.4) 34(45.6) 79(100)

횟수 3회이상 21(67.7) 10(32.3) 31(100) 1.120 0.290

세안방식 비누사용 30(66.7) 15(33.3) 45(100)

세안전용크림 사용 25(51.0) 24(49.0) 49(100)

비누+크림 모두 사용 8(57.1) 6(42.9) 14(100) 2.372 0.035

세안시 수온 26도 이상 22(59.5) 15(40.5) 37(100)

15-25도 / 14도 이하 6(85.7) 1(14.3) 7(100)

26도이상 / 15-25+ 36(54.5) 30(45.5) 66(100) 0.312

14도이하

스크럽 세안제 무 46(59.7) 31(40.3) 77(100)

사용 유무 유 18(54.5) 15(45.5) 33(100) 0.087 0.768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54(66.7) 27(33.3) 81(100)

/ 1주일 1회 이상 10(34.5) 19(65.5) 29(100) 7.816 0.005*

자외선 차단제 사용안함 42(57.5) 31(42.5) 73(100)

사용 사용함 22(59.5) 15(40.5) 37(100) 0.000 1.000

썬탠유무 무 63(58.9) 44(41.1) 107(100)

유 1(33.3) 2(66.7) 3(100) 0.570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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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생활 습관과 피부 표면 수분량

변수 항목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e

수면시간 / 1일 8시간미만 51(59.3) 35(40.7) 86(100)

8시간이상 13(54.2) 11(45.8) 24(100) 0.047 0.828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13(65) 7(35) 20(100)

마신다 51(56.7) 39(43.3) 90(100) 0.187 0.665

커피음용 마시지않는다 20(50) 20(50) 40(100)

. 마신다 44(62.9) 26(37.1) 70(100) 1.241 0.265

.

흡 연 피우지 않는다 61(61) 39(39) 100(100)

피운다 3(30) 7(70) 10(100) 0.091

물섭취량 / 1일 3컵 이하 40(52.6) 36(47.4) 76(100)

4컵이상 24(70.6) 10(29.4) 34(100) 2.419 0.120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4) 피부 민감도와 피부 표면 유 분량

피부민감도에 있어 비민감군에서 유분 부족이 29명 (60.4%), 보통/ 충분

이 19명(39.6%), 민감군에서 부족이 42명(67.7%), 보통/ 충분이 20명(32.3%)

으로 민감한 군에서 유분량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화

장품 부작용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28명(58.3%), 보통/ 충분이 20명(41.7%),

경험군에서 부족이 43명(69.4%), 보통/ 충분이 19명(30.6%)이었고,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33명(55.9%), 보통/ 충분이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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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경험군에서 부족이 38명(74.5%), 보통/ 충분이 13명(5.5%),으로 화

장품 부작용과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을 경험한 군에서 유분량이 낮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68명(65.4%), 보통/ 충분이 36명(34.6%), 경험군에서 부족이 3명

(50%), 보통/ 충분이 3명(50%), 화장품.향수로 인한 향 알레르기 비경험군에

서 부족이 63명(64.3%), 보통 충분이 35명(35.7%), 경험군에서 부족이 8명

(66.7%), 보통/ 충분이 4명(33.3%), 온도 변화에 대한 비민감군에서 부족이

22명(62.9%), 보통/ 충분이 13명(37.1%), 민감군에서 부족이 49명(65.3%), 보

통/ 충분이 26명(34.7%), 자외선에 대한 비민감군에서 부족이 19명(54.3%),

보통/ 충분이 16명(45.7%), 민감군에서 부족이 52명(69.3%), 보통/ 충분이 23

명(30.7%)으로 온도 변화와 자외선에 민감한 군에서 유분량이 낮게 조사되

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피부 관리 습관과 피부 표면 유 분량

1일 세안 횟수가 2회 이하인 군에서 유분이 부족한 경우가 54명(68.4%),

보통/ 충분이 25명(31.6%), 3회 이상에서 부족이 17명(54.8%), 보통/ 충분이

14명(45.2%)이었고, 세안 방식의 경우 비누 사용군에서 부족이 31명(68.9%),

보통/ 충분이 14명(311%), 세안 전용 크림 사용군에서 부족이 32명(65.3%),

보통/ 충분이 17명(34.7%), 비누.크림 모두 사용군에서 부족이 6명(42.9%),

보통/ 충분이 8명(57.1%)으로 조사되어 세안전용크림 사용군에서 유분량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안시 수온의 경우 26℃ 이상에서

부족이 27명(73%), 보통/ 충분이 10명(27%), 15-25℃/ 14℃ 이하의 경우 부족

이 6(85.7%) 보통/ 충분이 1명(14.3%), 26℃ 이상/ 15-25+14℃ 이하의 경우

부족이 38명(57.6%), 보통/ 충분이 28명(42.4%)이었고, 스크럽 세안제 비사

용군에서 부족이 50명(64.9%), 보통/ 충분이 27명(35.1%), 사용군에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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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1명(63.6%), 보통/ 충분이 12명(36.4%)으로 사용군에서 유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마사지 횟수가 1회 미만인 군에

서 부족이 51명(63%), 보통/ 충분이 30명(37%), 1회 이상인 군에서 부족이

20명(69%), 보통/ 충분이 9명(31%)으로 마사지를 1회 이상 하는 군에서 유

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외선 차단제 비사용군

에서 부족이 48명(65.8%), 보통/ 충분이 25명(34.2%), 사용군에서 부족이 23

명(62.2%), 보통/ 충분이 14명(37.8%)으로 자외선 차단제 비사용군에서 유분

량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썬탠을 경험한 군에서 부족

이 69명(64.5%), 보통/ 충분이 38명(35.5%), 비경험군에서 부족이 2명

(66.7%), 보통/ 충분이 1명(33.3%)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생활 습 관과 피부 표면 유분량

1일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군의 경우 부족이 54명(62.8%), 보통/ 충분이

32명(37.2%), 8시간 이상군이 17명(70.8%), 보통/ 충분이 7명(29.2%), 비음주

군에서 부족이 15명(75.0%), 보통/ 충분이 5명(25.0%), 음주군에서 부족이

56명(62.2%), 보통/ 충분이 34명(37.8%), 커피 비음용군에서 수분량 부족이

26명(65%), 보통/ 충분이 14명(35%), 음용군에서 부족이 45명(64.3%), 보통/

충분의 경우가 25명(35.7%)으로 조사되어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비음주군과

커피 비음용군에서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

흡연군에서 부족이 62명(62%), 보통/ 충분이 38명(38%), 흡연군에서 9명

(90%), 보통/ 충분이 1명(10%), 1일 물섭취량이 3컵 이하인 군에서 부족이

48명(63.2%), 보통/ 충분이 28명(36.8%), 4컵 이상인 군에서 부족이 23명

(67.6%), 보통/ 충분이 11명(32.4%)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군에서 유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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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 피부 민감도와 피부 표면 유분량

변수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e

피부 민감도 무 29(60.4) 19(39.6) 48(100)

유 42(67.7) 20(32.3) 62(100) 0.355 0.551

화장품부작용 무 28(58.3) 20(41.7) 48(100)

유 43(69.4) 19(30.6) 62(100) 0.995 0.319

화장품 교체시 피부 무 33(55.9) 26(44.1) 59(100)

유 38(74.5) 13(25.5) 51(100) 3.354 0.067

화장품 접촉 피부염 무 68(65.4) 36(34.6) 104(100)

진단을 받은 경험 유 3(50) 3(50) 6(100) 0.064

화장품 .향수로 인한 . 무 63(64.3) 35(35.7) 98(100)

향 알레르기 .. 유 8(66.7) 4(33.3) 12(100) 1.000

온도 변화에 대한 무 22(62.9) 13(37.1) 35(100)

민감성 유 49(65.3) 26(34.7) 75(100) 0.002 0.969

자외선에 대한 무 19(54.3) 16(45.7) 35(100)

민감도 유 52(69.3) 23(30.7) 75(100) 1.740 0.186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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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피부 관리 습관과 피부 표면 유분량

변수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e

1일 세안 2회 이하 54(68.4) 25(31.6) 79(100)

횟수 3회이상 17(54.8) 14(45.2) 31(100) 1.236 0.266

세안방식 비누사용 31(68.9) 14(31.1) 45(100)

세안전용크림 사용 32(65.3) 17(34.7) 49(100)

비누+크림 모두 사용 6(42.9) 8(57.1) 14(100) 3.214 0.200

세안시 수온 26도 이상 27(73.0) 10(27.0) 37(100)

15-25도 / 14도 이하 6(85.7) 1(14.3) 7(100)

26도이상 / 15-25+ 38(57.6) 28(42.4) 66(100) 0.179

14도이하

스크럽 세안제 무 50(64.9) 27(35.1) 77(100)

사용 유무 유 21(63.6) 12(36.4) 33(100) 0.000 1.000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51(63.0) 30(37.0) 81(100)

/ 1주일 1회 이상 20(69.0) 9(31.0) 29(100) 0.125 0.724

자외선 차단제 사용안함 48(65.8) 25(34.2) 73(100)

사용 사용함 23(62.2) 14(37.8) 37(100) 0.026 0.872

썬탠유무 무 69(64.5) 38(35.5) 107(100)

유 2(66.7) 1(33.3) 3(100) 1.000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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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생활 습관과 피부 표면 유분량

변수 항목 부족 보통 / 충분 합계 X2 p-Value

수면시간 / 1일 8시간미만 54(62.8) 32(37.2) 86(100)

8시간이상 17(70.8) 7(29.2) 24(100) 0.237 0.626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15(75) 5(25) 20(100)

마신다 56(62.2) 34(37.8) 90(100) 0.676 0.411

커피음용 마시지않는다 26(65) 14(35) 40(100)

마신다 45(64.3) 25(35.7) 70(100) 0.000 1.000

.45(

흡 연 피우지 않는다 62(62) 38(38) 100(100)

피운다 9(90) 1(10) 10(100) 0.094

물섭취량 / 1일 3컵 이하 48(63.2) 28(36.8) 76(100)

4컵이상 23(67.6) 11(32.4) 34(100) 0.057 0.811

안면 부위별 측정치의 전체 평균

3.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량

1) 피부 민감도와 안면부 위별 피부 표면 수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수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 차

이를 보았을 때 민감도 특성에 따른 수분량의 차이는 표 15와 같다.

특성 중 민감성에서 비민감군의 전체 평균 수분량이 민감군에 비해 다

소 높았으며, 그중 턱에서 높게 나타났고, 눈가 부위의 수분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0.0655)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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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비경험군에서 경험군에 비해 전체 평균의 수분량이 높았

으며, 그중 빰과 턱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눈가에서 유의했으며

(p <0.01), 화장품 교체시 피부트러블 비경험군에서 경험군에 비해 전체 수

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이마, 뺨, 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눈가의 수

분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1).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서는 비경험군에서 눈

가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화장품. 향

수로 인한 알레르기 비경험군이 경험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이 높았

고, 특히 이마, 뺨, 턱에서 수분량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에서는 비민감군에서 민감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고, 빰과 눈가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고,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 유.무에서는 두 그룹간의 전체 평균 수

분량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비민감군에서 눈가의 전체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피부 관리 습관과 안면부 위별 피부 표면 수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유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 차

이를 보았을 때 피부관리 특성에 따른 수분량의 차이는 표 16과 같다.

1일 세안 횟수에서 2회 이하 세안군이 3회 이상 세안군에 비해 전체 평

균 수분량과 4부위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세

안 방식에 있어서 세안 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군이 비누를 사용하는 군과

비누,크림 모두 사용하는 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과 4부위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안시 수온의 경우 15-25℃/ 14℃ 이하 사용군이 전체 수분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26℃ 이상의 군이 가장 낮았으며, 빰부위의 수분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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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986), 유의하지는 않았다. 스크럽 세안제

사용군이 비사용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고, 이마와

눈가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눈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0.01).

마사지 횟수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마사지를 하는 군이 1회 이하군보다

전체 평균 수분량과 4부위의 수분량이 높았고, 눈가부위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5).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비사용군이 사용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과 4

부위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썬탠의 경우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생활 습 관과 안면부위별 피 부 표면 수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수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 차

이를 보았을 때 생활 습관의 특성에 따른 수분량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1일 수면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수면군이 8시간 이하군보다 전체 평균

수분량이 높았으며, 그중 이마, 눈가, 턱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의 경우 눈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5), 커피 음용의 경우,

뺨에서는 비음용군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군이 흡

연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과 4부위의 수분량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물 섭취량의 경우 3컵 이하군에 비해, 4컵 이상군에서 눈가와 턱의 수

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눈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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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피부 민감도와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수분량 (평균*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피 부 무 42.854 10.699 55.750 13.112 57.729 16.035 42.833 13.005

민감도 유 45.645 11.452 55.113 11.444 59.742 12.908 41.709 13.176

t값 -1.304 0.272 -0.729 0.446

화장품 무 43.770 10.523 57.604 12.181 57.458 17.154 43.167 13.130

부작용 유 44.935 11.699 53.677 11.935 59.952 11.707 41.452 13.052

t값 -0.540 1.696 -0.863 ** 0.682

화장품 무 44.813 11.544 57.068 12.846 57.847 16.816 42.983 12.875

교체시 피부 유 43.980 10.810 53.451 11.091 60.039 10.794 41.294. 13.327

트러블 t값 0.389 1.568 -0.824 ** 0.675

화장품접촉 무 43.788 10.626 55.183 12.219 58.923 14.375 41.903 12.714

피부염 진단 유 55.500 15.372 59.000 11.136 57.833 14.607 47.333 18.737

t값 2.561 -0.747 0.180 -0.991

화장품 .향수로 무 44.531 11.215 55.469 12.534 58.724 14.809 42.653 13.124

인한 유 43.583 11.204 54.750 8.719 60.000 9.844 38.500 12.369

향알레르기 t값 0.276 0.193 -0.290 1.041

온도변화에 무 44.971 1.299 58.971 11.803 62.457 14.775 42.600 14.310

대한 민감성 유 44.173 11.606 53.720 12.016 57.186 13.888 42.013 12.522

t값 0.348 2.147 1.817 0.219

자외선에 무 43.542 10.606 55.143 10.457 60.857 12.840 40.885 13.294

대한 민감도 유 44.840 11.464 55.506 12.923 57.933 14.954 42.813 12.984

t값 -0.566 -0.146 0.997 -0.72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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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피부 관리 습관과 안면부위별 피부 표면 수분량 (평균 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1일 세안 2회이하 45.342 11636 56.633 12.311 59.392 15.123 43.354 13.240

횟수 3회이상 42.097 9.652 52.226 11.292 57.516 12.168 39.258 12.282
t값 1.377 1.728 0.616 1.489

세안방식 비누사용 42.467 13.455 55.089 10.083 57.844 13.881 40.667 9.934

크림사용 46.425 11.803 56.041 13.769 59.755 15.757 43.653 14.311

비누+크림 44.071 11.559 52.714 12.851 59.143 11.779 42.143 17.952

F값 1.33 0.41 0.21 0.6

세안시 수온 26도 이상 43.811 10.041 56.649 10.106 60.757 11.270 41.378 11.572

15-25도 / 14도이 44.143 14.427 46.000 41.724 57.857 13.898 35.286 14.446

26도이상 / 15-25+ 44.803 11.562 55.682 13.028 57.909 15.897 43.394 13.795

14도이하

F값 0.09 2.37 0.48 1.34

스크럽 세안제 무 43.143 11.309 55.701 12.472 57.506 15.829 42.610 12.348

사용 유무 유 47.424 10.380 54.667 11.502 62.030 9.429 41.242 14.729

t값 - 1.864 0.408 - 1.527 ** 0.502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42.617 10.920 53.444 11.267 56.321 12.430 42.000 12.495

/ 1주일 1회 이상 49.483 10.429 60.828 13.039 65.966 16.917 42.759 14.725

t값 - 2.939 - 2.903 - 3.245 * - 0.267

자외선차단제 사용 안함 45.055 11.456 56.452 12.821 60.342 13.343 43.493 12.632

사용 사용함 43.189 10.614 53.297 10.541 55.946 15.869 39.649 13.665

t값 0.827 1.291 1.531 1.467

썬탠 유무 무 44.140 10.907 55.411 12.123 58.654 14.323 41.841 12.666

유 54.667 18.148 54.667 15.822 66.333 14.844 55.000 23.065

t값 - 1.622 0.104 - 0.915 - 1.738

*p <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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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생활 습관과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수분량 (평균 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수면시간 8시간미만 43.721 10.866 55.407 12.520 58.523 14.773 42.105 12.683

/ 1일 8시간이상 46.958 12.085 55.333 10.949 60.083 12.792 42.542 14.593

t값 - 1.259 0.026 - 0.470 - 0.144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44.500 11.237 56.450 9.833 53.100 18.070 37.200 14.010

마신다 44.411 11.214 55.153 12.638 60.144 13.130 43.311 12.646

t값 0.032 0.430 - 1.649 * - 1.917

커피음용 마시지않는다 42.750 9.674 57.700 11.465 57.850 15.941 42.350 11.515

마신다 45.386 11.896 54.071 12.045 59.443 13.397 42.114 13.936

t값 - 1.193 1.516 - 0.559 0.091

.

흡 연 피우지 않는다 44.690 11.004 55.230 12.414 58.940 14.597 42.230 13.080

피운다 41.800 13.028 57.000 9.393 58.100 11.827 41.900 13.478

t값 0.779 - 0.438 0.176 0.076

물섭취량 3컵 이하 44.461 11.605 56.487 12.593 58.184 15.806 41.882 12.855

/ 1일 4컵 이상 44.353 10.284 52.941 10.860 60.382 10.310 42.912 13.657

t값 0.047 1.422 - 0.868 ** - 0.381

*p <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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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 민감도와 안면부 위별 피부 표면 유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유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 차

이를 보았을 때 민감도 특성에 따른 유분량의 차이는 표 18과 같다.

특성중 민감성에서 비민감군의 전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민감군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화장품 부작용 비경험군

이 경험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높았고, 그중 뺨

과 눈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p<0.01).

화장품 교체시 피부트러블 비경험군에서 경험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

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뺨과 눈가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 <0.001, p <0.01).

화장품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화장품. 향수로 인한 알레르기 비경험군이 경험군에 비해 뺨

의 유분량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에서는 비민감군이 민감군에 비해 뺨의 유분량

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에서

는 비민감군이 민감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이 높았고, 그중 뺨, 눈가,

턱의 유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빰의 유분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910).

5) 피부 관리 습관과 안면부 위별 피부 표면 유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유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의

차이를 보았을 때 피부 관리 습관 특성에 따른 유분량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1일 세안 횟수에서는 뺨과 눈가의 유분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1, p <0.05).

세안 방식에 있어서 세안 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군이 비누 사용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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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안시 수온의 경우 세 그룹 중 26℃이상/ 15-25℃+14℃이하 사용군에서 전

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마의 유분량과

관련성이 있었다(p=0.06).

스크럽 세안제 사용군에서 비사용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과 뺨,눈

가,턱의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마사지 횟수에서

는 뺨의 유분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5).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사용군이 비사용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과 4

부위의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 <0.05), 썬탠의 경우 비썬탠군에서 전체 평균 유분량과 뺨, 눈가, 턱의 유

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생활 습 관과 안면부위별 피 부 표면 유분량

각 독립 변수들에 따라 안면부위별 표면 유분 함유량의 부위별 평균 차

이를 보았을 때 생활 습관 특성에 따른 유분량의 차이는 표20과 같다. 1

일 수면시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음주의 경우 비음주군에서 음

주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그중 이마의 유분량이 높

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커피 음용의 경우 음용군에서 전체

평균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뺨에서는 비음용군의 유분량이 약간 높게 나

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군이 흡연군에 비해 전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

분량이 높게 조사되었고 뺨, 눈가, 턱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0.001, p <0.01, p<0.001).

물 섭취량의 경우 3컵 이하군에 비해 4컵 이상군이 전체 평균 유분량과

이마, 눈가, 턱의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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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피부 민감도와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분량 (평균 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피 부 무 50.438 30.303 22.646 18.043 19.958 15.798 32.917 24.093

민감도 유 46.790 25.982 21.952 18.696 18.758 12.292 32.774 21.761

t값 0.679 0.196 0.448 0.033

화장품 무 55.042 29.883 27.604 22.894 21.333 16.575 35.479 24.307

부작용 유 43.226 25.269 18.113 12.523 17.693 11.246 30.790 21.350

t값 2.245 2.588 *** 1.306 ** 1.075

화장품 무 53.102 29.426 26.644 21.927 20.831 16.069 35.237 23.925

교체시 피부 유 42.922 25.156 17.176 11.224 17.490 10.682 30.059 21.088

트러블 t값 1.934 2.905 *** 1.299 ** 1.196

화장품접촉 무 47.115 27.492 22.202 18.652 19.000 13.871 32.183 22.071

피부염 진단을 유 70.333 27.529 23.167 12.624 24.167 14.261 44.167 32.190

받은경험 t값 - 2.012 - 0.125 - 0.886 - 1.261

화장품 .향수로 무 48.255 27.197 22.714 18.773 19.245 14.041 32.367 22.394

인한 유 49.417 34.491 18.500 14.343 19.583 13.007 36.667 25.812

향알레르기 t값 - 0.136 0.750 - 0.079 - 0.618

온도변화에 무 44.943 27.003 23.000 20.547 18.400 14.380 29.886 18.936

대한 민감성 유 49.987 28.308 21.907 18.324 19.693 13.713 34.213 34.254

t값 - 0.883 0.290 - 0.454 - 0.931

자외선에 무 47.286 25.258 24.800 21.299 20.686 14.650 35.029 24.353

대한 민감도 유 48.893 29.165 21.067 16.798 18.627 13.550 31.813 21.982

t값 - 0.280 0.995 0.723 0.690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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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피부 관리 습관과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분량 (평균 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1일 세안 2회이하 49.430 28.039 20.658 15.836 18.987 14.998 32.709 23.441
횟수 3회이상 45.710 27.729 26.323 23.353 20.032 10.672 33.161 21.059

t값 0.628 - 1.243 ** - 0.409 * - 0.094

세안방식 비누사용 44.689 26.777 19.669 15.489 18.489 9.981 31.844 18.048

크림사용 49.429 28.340 23.347 119.553 19.408 15.860 33.612 25.379

비누+크림 59.714 28.907 28.071 22.530 23.000 27.497 33.500 28.305

F값 1.59 1.22 0.56 0.08

세안시 수온 26도 이상 42.405 25.469 21.000 17.385 17.000 8.127 30.054 19.206

15- 25도/ 14도하 34.857 24.532 16.857 8.840 15.143 7.734 28.857 14.983

26도이상/ 15- 25+ 53.167 28.722 23.530 19.580 21.000 16.521 34.818 25.080

14도이하

F값 2.73 0.55 1.33 0.63

스크럽 세안제 무 48.961 28.433 21.662 17.204 19.013 13.698 32.714 22.751

사용 유무 유 47.030 26.908 23.636 20.955 19.909 14.477 33.121 22.930

t값 0.332 - 0.516 - 0.309 - 0.086

마사지 횟수 1회 미만 51.321 28.126 23.420 19.829 19.531 13.821 32.877 21736

/ 1주일 1회 이상 40.172 25.884 19.000 13.047 18.586 14.249 32.724 25.617

t값 1.869 1.350 * 0.313 0.301

자외선차단제 사용 안함 49.438 28.533 22.932 20.214 19.562 13.588 33.233 23.517

사용 사용함 46.297 26.790 20.920 14.062 18.730 14.601 32.054 23.351

t값 0.557 0.542 * 0.296 0.256

썬탠 유무 무 48.364 28.065 22.449 18.492 19.374 13.960 32.794 22.631

유 49.000 24.576 15.333 10.970 16.000 12.166 34.333 30.616

t값 - 0.039 0.661 0.414 - 0.115

*p <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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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생활 습관과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분량 (평균 표준편차)

부 위
이마 뺨 눈가 턱

구 분

수면시간 8시간미만 51.419 27.490 23.477 19.094 19.674 14.594 33.221 21.841

/ 1일 8시간이상 37.500 27.049 17.875 14.830 17.875 11.078 31.458 26.012

t값 2.201 1.328 0.560 0.335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49.700 29.960 22.150 18.477 17.450 15.391 30.650 25.153

마신다 48.089 27.560 22.278 18.406 19.689 13.576 33.322 22.243

t값 0.233 - 0.028 - 0.651 - 0.475

커피음용 마시지않는다 47.025 28.152 22.550 19.221 18.450 13.829 30.775 21.605

마신다 49.157 27.890 22.086 17.947 19.757 13.980 34.014 22.833

t값 - 0.384 0.127 - 0.474 -0.718

.

흡 연 피우지 않는다 49.940 27.770 23.080 18.960 19.740 14.404 33.550 23.631

피운다 32.800 25.121 14.000 5.754 14.700 4.900 25.700 6.019

t값 1.875 3.455*** 2.382** 2.587***

물섭취량 3컵 이하 48.053 28.371 22.842 18.411 18.737 13.667 31.671 21.042

/ 1일 4컵이상 49.118 27.138 20.941 18.365 20.500 14.677 35.441 26.186

t값 - 0.184 0.501 - 0.614 - 0.804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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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량의 결정 요인

안면 피부 표면 4부위의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분량의 경우 눈가, 턱부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1) 이마 부 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 중회귀분석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중 이마 부위의 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

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 응용 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1과 같

은 유의한 모형을 얻었다. 이마의 표면 수분량은 연령, 화장품 접촉 피부염

과 화장품 향 알레르기 유.무, 세안 방식, 마사지 횟수, 썬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p <0.01), 화장품 접촉 피부염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p <0.01), 화장품. 향수의 향 알레르기의 경험군 보다 비경험군이(p <0.05),

세안크림 사용군이 비누, 크림을 모두 사용하는 군보다(p<0.05), 마사지 횟

수가 높을수록(p <0.01), 썬탠군이 비썬탠군보다(p <0.05) 이마 부위의 표면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이마부위의 표면 수분량에 대해 총 29%의 설명

력을 보였다.

2) 뺨 부위 피 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 회귀분석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중 뺨 부위의 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 회귀분석 응용 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2와 같은

유의한 모형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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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커피 음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p <0.001), 온도변화에 대해 비민감군이 민감군보다

(p <0.01), 커피 비음용군이 음용군에 비해 뺨의 표면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

다(p<0.05).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뺨의 피부 표면 수분량에 대해 총 15%의 설명력

을 보였다.

3) 눈가 부 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 중회귀분석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 중 눈가 부위의 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 회귀분석 응용 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3과 같은

유의한 모형을 얻었다.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유.무, 마사지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온도변화에 대해 비민감군이 민감군보다(p <0.05), 마사지 횟수가 높을수

록(p<0.01) 눈가 부위의 표면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다(p<0.05).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눈가 부위의 표면 수분량에 대해 총 21%의 설명

력을 보였다.

4) 턱 부위 피 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 회귀분석

안면부위별 피부 표면중 턱 부위의 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

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 응용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은 유의

한 모형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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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 횟수, 세안시 수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채

택되었다.

세안 횟수가 적을수록(p <0.05), 26℃의 물을 사용하는 군이 15-25+14℃이

하의 물을 사용하는 군보다 턱 부위의 표면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다

(p <0.05).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이마부위의 피부 표면 수분량에 대해 총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5) 이마 부 위 피부 표면 유분량의 다 중회귀분석

안면 부위별 피부 표면중 이마 부위의 유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 회귀분석의 응용 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5와 같

은 유의한 모형을 얻었다.

화장품 부작용 경험의 유.무, 화장품 접촉 피부염 경험의 유.무, 세안 방

식, 수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화장품 부작용 경험군보다 비경험군에서(p<0.001), 화장품 접촉 피부염

비경험군보다 경험군에서(p <0.05), 비누, 크림 모두 사용군이 세안크림 사

용군보다(p <0.05), 수면시간이 8시간 이하군이 8시간 이상군보다(p<0.05),

이마부위 피부 표면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이마 부위의 피부 표면 유분량에 대해 총 25%

의 설명력을 보였다.

6) 뺨 부위 피 부 표면 유분량의 다중 회귀분석

안면부위별 피부 표면중 뺨 부위의 유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

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대한 모든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 응용 방법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 결과 표 26과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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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형을 얻었다.

피부민감도,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유.무, 세안 횟수, 세안방식, 흡

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민감군이 비민감군보다(p<0.001),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경험군보

다 비경험군이(p<0.001), 세안 횟수가 많을수록(p <0.05), 비누,크림 모두 사

용군이 세안크림 사용군보다(p <0.05), 비흡연군이 흡연군보다(p <0.05) 뺨부

위 피부 표면 유분량이 높게 나타났다(p<0.05).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뺨부위의 피부 표면 유분량에 대해 총 27%의 설

명력을 보였다.

표21. 이마 부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연령 1.45 0.50 0.0044

화장품접촉피부염 12.22 4.39 0.0064

화장품향알레르기 -7.37 3.20 0.0232

세안방식 -6.26 3.13 0.0482

스크럽세안제 사용 4.08 2.23 0.0708

마사지 횟수 6.94 2.18 0.0019

썬탠 14.18 6.14 0.0229

R² = 0.2901

F-valu e = 5.96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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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빰부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연령 2.25 0.53 0.0001

온도변화의 민감성 -6.39 2.19 0.0043

세안 방식 -5.09 3.30 0.1261

세안시 수온 -7.63 4.23 0.0744

스크림세안제 사용 -3.90 2.39 0.1064

마사지 횟수 4.01 2.34 0.0903

자외선 차단제 사용 -3.77 2.13 0.0792

커피 음용 -4 .73 2.19 0.0332*

R² = 0.318

F-valu e = 5.89 (p = 0.0001)

표23. 눈가부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연령 1.08 0.65 0.0991

화장품교체시 피부트러블 4.61 2.64 0.0843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 -6.93 2.83 0.0159

세안시 수온 4.33 2.69 0.1107

마사지 횟수 9.06 2.90 0.0023

R² = 0.2115

F-valu e = 4.61 (p =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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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턱부위 피부 표면 수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화장품향알레르기 -8.32 3.92 0.0364

세안 횟수 -5.60 2.71 0.0411

세안시 수온 -10.20 4.93 0.0412

자외선 차단제 사용 -3.92 2.59 0.1330

썬탠 11.49 7.36 0.1214

R² = 0.1547

F-valu e = 3.14 (p = 0.0072)

표25. 이마부위 피부 표면 유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화장품부작용 -19.27 5.26 0.0004

화장품접촉피부염 24.74 10.96 0.0262

온도변화에 대한민감성 9.12 5.34 0.0906

세안방식 16.39 7.35 0.0279

마사지 횟수 -8.70 5.54 0.1196

수면시간 -12.82 6.21 0.0414

흡연 -13.7 8.51 0.1093

물 섭취량 8.24 5.67 0.1494

R² = 0.2466

F-valu e = 4.13 (p =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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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빰부위 피부 표면 유분량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피부 민감성 17.30 4.62 0.0003

화장품부작용 -7.43 4.15 0.0762

화장품교체시피부트러블 -18.18 5.06 0.0005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 -5.56 3.58 0.1234

세안 횟수 7.16 3.54 0.0459

세안 방식 9.59 4.82 0.0495

마사지 횟수 -5.99 3.59 0.0987

흡연 -12.42 5.45 0.0248

R² = 0.2746

F-valu e = 4.78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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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본 연구는 포천군에 위치한 1개 전문대학의 20대 초반의 여학생들을 연

구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한 피부표면 수분

측정기인 Corneometer CM 820과 표면 유분량 측정기인 Sebumm eter SM

410을 사용하여 안면부위별 유·수분량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비

침습적 방법은 비파괴적으로 생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안면 4부위

피부표면의 유·수분량을 분석하여,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 부위별 피부상

태와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피부의 유·수분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

부 질환이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대상자 400명중 11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의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외

부적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동일한 세안제로 세안한 후 일정한 항온 항

습조건인 온도 20-23℃, 습도 55-60%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다.

피부의 표면 수분치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되었으며

(Cu a등,1990), 표피가 두꺼운 부위가 얇은 부위보다 수분량이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혜정 1998). 안면피부 표면에서의 부위별 유,수분

량의 측정에서 수분량은 눈가>뺨>이마>턱의 순으로 고혜정(1996)과

Cu a(1990)의 연구에서 눈가>뺨의 순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했다. 유분량은

이마>턱>뺨>눈가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재숙의(1998)의 이마>눈가>뺨

의 순서와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및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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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 측정 환경 등에 따른 차이로 생각되며 피부의 수분보유능력과 흡

습성은 인체부위별로 다르고, 표면 유·수분량은 대기 환경, 상대습도, 보

습제 등 다양한 외적 인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Barel,1995; Berardesca,1991; Cu a,1990; Gerson 1986; Tagami,1994)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광옥외, 1998). 수분보유능력이 부족하여 피부가 건조

하게 되면 피부표면이 갈라지고 부서지기 쉬워 피부노화를 촉진하게 되므

로(Berardesca,1991; Tagami,1994), 피부 관리시 이상적인 유·수분량을 유

지하기 위한 적절한 피부 관리 습관이 필요하다.

안면피부 전체의 유·수분량을 부족, 보통/ 충분으로 나눈후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 의한 유·수분량의 일치도를 보았을 때 수분량의 경우 Kapp a

값이 0.181, 유분량은 0.203으로 나타나 J.cohen에 의한 Kappa 계수 일치정

도 판정표에 의해 일치정도가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

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변수들이 안면부위별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화장품 부작용 비경험군과 화장품 교체시 피부트러블 비경험군, 화장품.

향수로 인한 향알레르기 비경험군에서 경험군에 비해 전체 평균 수분량이

높게 나타났고, 유분량에서 화장품 부작용 비경험군과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비경험군이 전체 평균 유분량과 4부위의 유분량이 높게 나타나면

서, 뺨과 눈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피부가 방

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분과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수분량이 각질층 무게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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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정도이며, 수분량이 10% 이하가 되면 유연성과 탄력성이 저하되

어 방어기능이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Yamamura & Tezuka, 1989;

Berardesca, 1991; Tagami,1994).

마사지 횟수에서 1주 1회 이상 마사지를 하는 군이 1회 미만인 군에 비

해 4부위의 전체 평균 유·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고 눈가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사지가 피부표면 유분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부 관리에 있어 마사지는 모세 혈관과 혈

액순환을 자극하여 피부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피

부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나친 자극은 오

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일 수면 시간에서 8시간 이상 수면군이 8시간 이하인 군보다 전체 평

균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중 이마, 눈가, 턱의 수분량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고혜정(1996)의 연구에서 8시간 이상군이 4부위에서 수분량이

높게 나타나고 눈과 입주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수면시간이 안면 피부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군이 전체 평균과 4부위의 유·수분량이 높게 조사

되었고 유분량의 경우 뺨, 눈가, 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혜정(1996)의 연구에서 4부위의 전체 수분량이 높게 나타나

고 이마, 뺨 부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로 흡연이 피부의

유·수분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은 피부의 모세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나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lf등, 1992).

안면부위별 피부표면 수분량의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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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마부위의 표면 수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품.향수로 인한 알레르

기와 화장품 접촉 피부염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마사지 횟수가 높을수록,

세안시 비누와 크림을 다 사용하는 군보다 세안 전용 크림만을 사용하는

군에서 평균 수분량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유분량의

경우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세안시 비누 사용군보다 비

누와 세안 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군에서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누의 계면활성제는 표피의 장벽 기능 손상, 수분손실 및 건

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장승호,1996), 피부 건강을 위

해서는 세안 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뺨 부위 수분량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

이, 커피 비음용군이, 유분량은 화장품 교체시 피부트러블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세안시 미지근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군과 비흡연군에서

높았으며 유의했다. 고재숙(1989)의 20-40대의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

구에 의하면 유분 측정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고, 특히 40대에

는 현저하게 감소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반면, 수분측정치는 연령 그룹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이마와 뺨 부위에서 수분량이 높게 조사된 것

은 20대 초반의 경우 악건성과 같은 매우 건조한 피부 타입들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어 전체 평균의 수분량을 떨어뜨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나이가

들수록 피부타입과 상태에 적합한 피부관리법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피부

표면은 노화할수록 수분은 정상을 유지하고, 유분이 부족한 건성피부로 보

편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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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 수분량의 경우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이, 마사지 횟수가

높을수록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했고, 턱부위 수분량은 세안횟수가 적을

수록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여성 건강미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안면 부위별 피

부 표면 유·수분 상태의 관리에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

과 적합한 화장품의 사용, 올바른 피부관리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는 화장품의 경우,

피부타입 및 상태에 따른 제품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을 만큼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소비자로 하여

금 선택의 폭이 다양한 수입 화장품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

으로 추측된다. 특히 20대의 경우 다양한 피부타입 및 상태가 존재하는 만

큼 이에 대한 제품의 연구와 개발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대 초반의 1개 전문대학 110명의 여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 연령층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부 표면의 유·수분 상태만을 측정하였는데 각

질층 기능의 또 다른 지표인 TEWL(transepidermal w ater loss : 경피수분

증발량)과 피부두께, 피부색 등에 관한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위별 유·수분 상태

의 차이와,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

활 습관이 피부 표면 유·수분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으며,

건강한 피부의 외적 관리에는 안면 부위별 피부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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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화장품의 사용, 올바른 피부관리 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병

행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침습적 방법을 이용한 안면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에

관한 연구는 유용하였으며, 20대 초반 여성을 위한 국내 화장품의 개발 및

한국인의 피부 특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 결과가 기초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피부 특성을 분류하고 인종간 피부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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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는 20대 초반 여성의 안면부위별 피부 표면 유·수분 상태와 피

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건강한 피부의

외적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적절한 화장품의 사

용, 올바른 피부관리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실

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1개 전문대학의 20대 초반 여대생으로, 건강하고 피부 질

환이 없는 400명중 11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피부표면 수분 측정기인

Corneometer CM 820과 표면 유분량 측정기인 Sebumm eter SM 410을 사

용하여 안면 4부위 피부표면의 유·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했다.

안면피부 전체의 유·수분량을 부족, 보통/ 충분으로 나눈후 자가진단과

기기 측정에 의한 유·수분량의 일치도를 보았을 때 수분량의 경우 Kapp a

값이 0.181, 유분량은 0.203으로 나타나 J.cohen에 의한 Kappa 계수 일치정

도 판정표에 의해 일치정도가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조사대상자

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변수들이 안면 부위별 유·수분량에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면 수분량의 경우 뺨 부위는 세안시 수온과 관련이 있었고, 눈가

는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유.무, 스크럽 세안제 사용 유.무, 마사지 횟

수, 음주 유.무, 물 섭취량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유분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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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부위는 세안시 수온과 관련이 있었고, 뺨 부위 유분량은 화장품 부작

용 경험 유.무,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경험 유.무, 세안 횟수, 마사지

횟수, 자외선 차단제 사용 유.무, 흡연 유.무와, 눈가 유분량은 화장품 부작

용 경험 유.무, 화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 경험 유.무, 세안 횟수, 흡연 유.

무, 턱 부위 유분량은 흡연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안면부위별 피부표면 수분량의 결정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부위별

유·수분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부 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활 습관에

관련된 모든 설명 변수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마 부

위의 표면 수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품.향수로 인한 향 알레르기를

경험하지 않은 군이, 화장품 접촉 피부염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마사지 횟

수가 높을수록, 비누와 세안 전용 크림을 둘 다 사용하는 군보다 세안전용

크림을 사용하는 군이, 유분량은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비

누 사용군보다 비누와 크림을 모두 사용하는 군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뺨 부위의 표면 수분량은 연령이 높을수록,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이, 커피 비음용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했고, 유분량은 화

장품 교체시 피부 트러블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높게 조사되어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났다. 눈가 부위의 표면 수분량은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군

이, 마사지 횟수가 많을수록, 턱의 경우 화장품.향수로 인한 알레르기를 경

험하지 않은 군이, 세안횟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다.

위의 결과 안면 부위별 유·수분 상태와 피부민감도, 피부관리 습관, 생

활 습관이 각기 다르게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건

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

바른 피부관리 습관과 건전한 생활 습관 등의 건강행위를 통해 관리해 주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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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 dy on skin properties of y ou ng Korean w om en

u sing non-inv asiv e skin bioengineering

Jang, Kyou ng Ja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 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Kee Kim, Ph .D)

The purp ose of this stu 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surface

moisture levels, sebum levels by using non-invasive skin bioengineering,

and skin sensitivity, skin care habits, lifestyle of questionnaire am ong

korean w om en ages 20 to 23. Specific aims are to offer the standard

data to classify the skin properties of normal subject of Korean decent.

The subjects w ere 110 female college stu dents, and the investigation

w as carried from Apr. 11st to Apr. 29th 2000. The m ethode of the

investigation included a qu estionnaire survey which consisted of general

object qu estions, questions regarding the sensitivity of their skin,

questions on their preferred practices in skin treatm ent, and qu estions

on their lifestyles. To determine norm al lipid content and moisture

content, each subject' s skin w as investigated at 4 different anato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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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with 2 different instrum ents, a sebummeter SM 410, and a

Corneometer CM 820.

We p erform ed univariate analyses to find out any variables which

affect the lip id content and moisture content of skin surface and

multivariate analyses throuh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m easured param eters w ere noticed dep ending

on the anatomical sites stu died . The results are as follow s.

1. The average m oisture contents of the forehead i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a history of contact dermatitis to cosm etics, duration of

w eekly facial massage, the u se of facial cleansing creams and soaps,

and whether or not the subject suntans.

2. The average lipid contents of the forehead is significantly related

to a history of contact dermatitis to cosmetics and the use of facial

cleansing cream s and soaps.

3. The average moisture contents of the cheek i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sensitivity to temperature change, and to the drinking of coffee.

4. The average lip id contents of the cheek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kin sensitivity, a history of contact dermatitis to cosmetics, duration of

daily facial w ash, and the u se of facial cleansing creams and soap s and

sm oking.

5. The average m oisture content of crow' s fee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ensitivity to temperature change and duration of w eekly facial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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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average m oisture contents of the chi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duration of daily facial w ash and temperature of the w ater .

Considering the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facial anatomical

param eters can be evalu ated by non-invasive skin bioengineering

methods which show quantitative modifications in physiological

conditions in relation to specific sites. Clearly, knowledge of the prop er

application of cosm etics, good skin care habits, and healthy lifestyles,

will help young w om en to practice better maintenance of health and

more beneficial m ethods of skin treatm ent.

Key w ords : skin sensitivity, skin care habits, lifestyle, 4 different anatomical

sites, lip id content, m 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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