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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body composition, nutrient intake, and biochemical indices

have on skin status, as well as their associations with skin health status, by assessing 44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skin sensitivity: sensitive skin (n=11), slightly sensitive skin (n=24), and

normal skin (n=9). The study include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body composition analyses, dietary intake

evaluations, blood chemical analyses, and skin health status assessments. Based on % body fat, the results indicated the

subjects were moderately obese (29.6%). Obesity indices were not different among the groups, but the sensitive skin group

tended to have higher skinfold thickness. Dry skin was determined as the skin type of all subjects. In the sensitive skin groups,

U-zone and T-zone sebum were significantly lower (p<0.05), and spots were significantly higher (p<0.05) than in the

normal skin group. In terms of nutrient intakes, the sensitive skin groups consumed significantly lower amounts of P and

vitamins A and E (p<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rum lipid fractions or total antioxidant status among

the groups. In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skin elasticity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ubscapular and

midaxillary skinfold thickness, body protein, and body minerals (p<0.05). Wrinkling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riceps

and thigh skinfold thickness (p<0.05). Skin evennes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energy intake, vitamins A, B1, B2, C,

E, niacin, and zinc (p<0.05), as well as folate and P (p<0.01) and vitamin B6 (p<0.001). A similar correlation tendency

was observed for spots and nutrient intake, showing negative correlations with vitamins A, B6, and E, as well as folate, Fe,

and P. U-zone sebum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rum levels of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From

these findings, skin health status appears to be affected by both nutrient intake and body composition. Therefore, having a

proper balance between dietary intake and body composition may influence skin health status in females with sensitiv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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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 외형적인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건강과 관련한 에스테틱(aesthetic) 산업의 발전이 두

드러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사춘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본인의 외형을 가꾸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대생들은 불규칙한 식

사습관 및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불균형이 되기 쉬운 반

면 피부관리를 위해 적절한 영양섭취 대신 전적으로 화장품

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은 피부

미용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섭취의 중요성 및 생활습관에 대

한 인식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다(Kim & Jung 1999).

일반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노화된 피부는 불균형한 영양섭

취로 인한 피부 세포층의 영양결핍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Kim 등 2001).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형성되는데, 이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

라스틴이 약화되어 피부의 탄력성 및 저항성이 상실되어 피

부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비타민의

결핍은 피부의 색소침착이나 건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Kim

등 1997). 따라서 필수 영양소가 결핍된 식사를 지속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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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부건강상태가 불량해지므로 피부건강을 위해 평소 균

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Kim 등 1994).

피부는 화학적·기계적 손상, 햇빛 노출, 노화 등의 내생

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Parhank

1982; Dubertret 2000), 민감성 피부(sensitive skin)는 건

성피부에서 파생하기 쉬한 피부유형으로 수분과 유분이 부

족하여 약산성 보호막인 hydrolipid mantle이 불안정한 피

부이며, 피부조직이 정상 이상으로 섬세하고 얇아서 체질적

으로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

근에는 환경적인 요인(공해,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자외선

노출, 복잡한 인간관계, 대기오염, 내적 혹은 외적자극)에 의

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Sparavigna 등 2005; Lee

등 2006). 민감성 피부는 외부의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환경의 변화, 또는 신체 내부적인 변화에 대하여

정상피부 보다 민감하고 과장된 반응을 일으켜 자극 증상이

나 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피부를 말하는데(Marriott 등

2005), 오래 전부터 일반 소비자들이나 화장품 과학 분야에

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나 식생활

의 변화, 화장품 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민감성

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07). 인종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Jourdain 등 2002), 외국의 경우

Willis 등(2001)은 여성의 51.4%, 남성의 38.2%가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Ryu

등(2002)은 여성의 55.7%, 남성의 38.9%가 스스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민감성 피부를 정

확히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및 평가기준은 존

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종래의 민감성 피부에 대한 개념 혼

동을 정리하기 위해 sensitive skin(보통 사람들보다 피부

가 민감한 경우), irritable skin(보통 사람들보다 자극물질

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stinger(화학물질을 이

용한 자극실험에서 재현 가능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Löffler 등 2004).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피부와 영양상태에 관련된 연

구들은 피부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편적

인 연구들(Choi & Soon 2000; Kim 2005)이 대부분이며,

피부의 민감도 정도에 따른 피부건강상태 측정 및 체성분 분

석, 영양소 섭취량분석 및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 등을 통해

피부건강 상태와 영양상태 관련요인들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부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민감성 피부, 약민감성 피부 및 정상피부군으로 분류

한 후, 피부측정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체성분 분석, 영양소 섭취량,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이들 요

인들과 피부건강상태와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올바

른 영양섭취를 통한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자원자 44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15일~6월 15일까지 피부건강상태를 측정하여

민감성 피부와 정상피부군으로 분류한 후 신체계측, 체성분

분석, 식이섭취량 조사 및 혈액의 생화학적 검사 등을 실시

하였다.

2. 신체계측

조사대상자들의 신장은 신장계(HM-170, Fanics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aliper(System I,

Caldwell, Justiss & Company, Inc., USA)의 압력이 10

g/mm2를 유지하도록 하여 삼두박근 피부두겹두께(triceps

skinfold thickness), 복부 피부두겹두께(abdomen

skinfold thickness), 이두박근 피부두겹두께(biceps

skinfold thickness), 견갑골 피부두겹두께(subscapular

skinfold thickness), 옆중심선 피부두겹두께(midaxillary

skinfold thickness), 허벅지 피부두겹두께(thigh skinfold

thickness)를 측정하였다. 또한 신체계측용 줄자(SECA

medical scales and measuring system, Germany)를 이

용하여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및 엉덩이 둘레

(hip circumference)를 측정한 후 허리/엉덩이 둘레의 비

(waist-hip ratio, WHR)를 산출하였다.

3. 체성분 분석

Inbody 2.0(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

Biospace Co., Korea)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체중,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세포내액(intracellular

fluid, ICF), 세포외액(extracellular fluid, ECF), 체단백

질량(body protein), 무기질량(body mineral), 총수분함

량(total body water), 제지방량(lean body mass), 근육

량(soft lean mass), 체지방량(body fat mass), 체지방율

(percent body fat)을 측정하였다.

4. 식이섭취조사

조사대상자의 영양섭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간 중

3일간의 식이섭취량을 개별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작성

된 식이일지 자료는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영양분석프로

그램 Can-Pro 2.0-전문가용(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영양정보센터, 2005)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5. 피부건강상태 측정 및 실험군 분류

1) 피부건강상태 측정

정확한 피부건강상태 측정을 위해 대상자들은 순번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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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 항온항습조건(실내온도 19oC, 실내습도 55%)에서 약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피

부건강상태 측정은 Aramo® SG(Aram HUVI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수분, 유분, 탄력성, 거칠기, 모공, 색

소침착, 주름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수분, U-zone의 유분

및 탄력성은 입과 눈동자의 연장선이 만나는 부위를 측정하

였으며, T-zone의 유분은 눈썹선과 콧날선이 만나는 미간

위쪽의 이마부위를 측정하였다. 모공 및 색소침착은 눈썹 끝

선과 코끝선이 만나는 뺨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주름은 눈

꼬리 부위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부위는 2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실험군 분류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Aramo® SG(Aram HUVIS Co.,

Ltd., Korea)의 피부 민감도 측정 문진방법(8가지 항목)방

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후 그 분석결과에 따라 민감성 피부

군(sensitive skin group), 약민감성 피부군(slightly-

sensitive skin group), 정상피부군(normal skin group)

으로 분류하였다.

6. 생화학적 검사

혈액지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을 12시간 이상 금식시킨

후 공복상태에서 10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후 4oC,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

분리 후 -80oC에서 보관하였다. 혈액 분석방법은 총콜레스

테롤(total cholesterol: TC), HDL-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HDL-C), LDL-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LDL-C)은 효소비색정량법을 이용하여 자동분석기(총콜레

스테롤: Hitachi 747, HDL과 LDL-콜레스테롤: Hitachi

715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성지방

(triglyceride, TG)은 글리세롤 비소거법을 이용하여 자동

분석기(Hitachi 747, Hitachi, Japan)에서 분석하였다.

Total antioxidant 농도는 비색법으로 자동분석기(Hitachi

7180,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5.0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자료들은 피부 민감도 정도에 따

른 실험군별로 분산분석 후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피부건강상태 측정지표들과 영양소

섭취량, 체성분 및 혈액 분석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신체계측 및 체성분 조성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1.1세, 신장은 165.1±

7.1 cm, 체중은 59.2±8.4 kg, WHR은 0.80±0.44로 조

사되었다. BMI는 21.7±2.3 kg/m2로 우리나라 서울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Bae 등(2006)의 20.6 kg/m2 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Lim & Rha(2007)의 21.4 kg/m2과 유

사한 수준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세포내액, 세포외액,

체수분량, 제지방량, 근육량, 체지방량은 각각 18.9±3.3

L, 9.9±1.6 L, 28.9±5.0 L, 41.7±6.9 kg, 39.3±6.8

kg, 17.5±4.6 kg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은 29.6±6.2%

로 Ahn 등(2002)의 24.9% 보다 높았으며 경도비만인 것

으로 나타났다. 삼두박근, 이두박근, 견갑골, 복부, 옆중심

선, 허벅지의 피부두겹두께는 각각 20.5±6.2, 12.4±5.0,

15.7±5.0, 20.1±5.7, 16.6±6.7, 24.2±7.4 mm였다.

민감성 피부군, 약민감성 피부군, 정상피부군간의 신체계

측치 및 체성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간 측정치는 약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피부건강상태

조사대상자들의 안면 부위의 수분함량, 탄력성, U-zone

과 T-zone의 유분량, 피부거칠기, 모공, 색소침착, 주름 정

도 등 8개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 및 항목별 판정기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피부 특징을 살

펴보면, 수분함량은 모두 정상보다 낮아 관리가 필요한 편

이었으나, 탄력성, 피부거칠기, 모공, 색소침착, 주름 등은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나 U-zone과 T-zone의

유분량은 모두 낮아 건성피부에 해당하였다. 실험군별로 비

교해보면, 정상피부군은 민감성 및 약민감성 피부군 보다 피

부의 탄력성이 좋고, 피부결이 고우며, 모공이 좁고, 색소

침착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 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U-zone과 T-zone 유분량의 경우, 민감성 피부군

(5.3±2.0, 15.2±6.8)과 약민감성 피부군(5.0±2.1, 20.3

±9.9) 모두에서 정상피부군(12.8±4.0, 30.9±13.1)에 비

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U-zone은 T-zone

에 비해 유분분비량이 아주 적은 부위로서 여드름 피부의 경

우 T-zone과 같이 유분량이 많은 부위에서 여드름 상처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나, 유분분비량만으로 여드름 상처부

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드름 피부에서

염증부위와 총 여드름 상처부위는 U-zone에서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Youn 등 2005). 본 조사대상자들은 모

두 건성피부로서 민감성 및 약민감성 피부군은 U-zone의

유분량이 정상피부군에 비해 1/2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민

감성 피부군의 경우 T-zone의 유분량 역시 정상피부군의

1/2 정도로 낮았다.

색소침착의 경우에도 역시 민감성 피부군(30.1±9.5)과

약민감성 피부군(21.5±11.7)이 정상피부군(10.6±8.3)에

비해 보다 유의적으로 색소침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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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에 대한 반응도가 높

은 민감성 피부일수록 자외선 노출이 주원인이 되는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침착 증상이 쉽게 동반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의 민감화 과정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생리기능이 약

화되면 피부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각질층의 수분보유능력

및 피부표면의 피지막 형성이 약화되어 자극성 및 유해성 그

리고 알레르기성 물질의 피부침투가 용이해져서 민감성 피

부가 된다고 한다(Kim 등 2001). 본 연구에서도 민감성,

약민감성 피부군이 정상피부군에 비해 U-zone과 T-zone

의 유분량이 유의하게 낮았던 것으로 보아 피지선의 기능이

저하되고 피지막의 보호유지가 어려워 피부가 건성화되고

거칠어지며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도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Kumar 등 2005).

3. 영양소 섭취량

조사대상자들의 식이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및 권장

섭취량비율(%KDRIs, 한국인영양섭취기준, 2005)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평균 열량섭취량은 1687.8±571.6 kcal

로 수준이었으며, 단백질의 경우 68.0±37.7 g으로 권장량

의 151.1±83.7%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량의 경우, 비타민 B1, B6, E

와 인의 섭취가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나머지 영양소는 부족한 섭취 수준을 보였다. 특히, 엽

<Table 1> Body composition of the subjects

Item Sensitive (n=11) Slightly- sensitive (n=24) Normal (n=9) Total (n=44) 
Age (yrs)  22.2±0.81)NS2)  22.2±1.4  21.8±0.4  22.1±1.1
Height (cm) 163.4±8.5NS 166.6±6.5 163.3±6.4 165.1±7.1
Weight (kg)  59.0±9.8NS  59.0±8.4  59.9±7.5  59.2±8.4
BMI (kg/m2)  22.0±2.4NS  21.3±2.3  22.5±2.5  21.7±2.3
WHR (cm) 0.81±0.03NS  0.80±0.04  0.79±0.05 0.80±0.04
Intracellular fluid (L) 18.7±4.6NS  19.1±3.2  18.9±1.8  18.9±3.3
Extracellular fluid (L) 09.9±2.2NS  10.0±1.5  9.8±0.9  9.9±1.6
Body protein (kg)  10.1±1.0NS  9.8±1.1  9.6±1.0  9.8±1.1
Mineral (kg) 02.3±0.2NS  2.3±0.2  2.2±0.2  2.3±0.2
Total body water (L)  28.8±7.0NS  29.1±4.7  28.7±2.8  28.9±5.0
Lean body mass (kg)  41.2±9.4NS  42.0±6.7  41.4±4.1  41.7±6.9
Soft lean mass (kg)  39.1±9.3NS  39.5±6.6  39.1±4.0  39.3±6.8
Body fat mass (kg)  17.7±4.0NS  17.0±5.1  18.4±4.5  17.5±4.6
Percent body fat (%)  30.4±6.3NS  28.9±6.7  30.4±4.7  29.6±6.2
Triceps (mm)  21.6±5.7NS  18.9±6.3  23.3±6.0  20.5±6.2
Biceps (mm)  11.1±4.9NS  13.2±5.5  11.9±3.7  12.4±5.0
Subscapular (mm)  16.7±5.1NS  16.0±5.3  13.9±4.0  15.7±5.0
Abdomen (mm)  21.1±5.2NS  19.5±6.2  20.4±5.2  20.1±5.7
Midaxillary (mm)  18.7±8.1NS  16.8±6.2  13.7±5.7  16.6±6.7
Thigh (mm)  25.5±6.6NS  24.0±7.9  22.4±7.2  24.2±7.4

1)Mean±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Table 2> Skin status of the subjects

Item Sensitive
(n=11)

Slightly- sensitive 
(n=24)

Normal
(n=9)

Total
(n=44)

Criteria
Bad Normal Good

Moisture 35.4±3.61)NS2) 38.0±3.7 35.8±2.3 36.9±3.6 0-40 41-80 81-100Elasticity 56.5±14.6NS 61.3±12.4 66.1±11.1 61.0±12.9
Evenness 39.6±9.1NS 34.8±9.5 33.6±6.4 35.8±9.0

100-60 59-20 19-0Pore 27.2±15.3NS 21.8±17.4 20.7±10.6 22.9±15.6
Spot 30.1±9.5b 21.5±11.7b 10.6±8.3a 21.4±12.3
Wrinkle 35.7±15.1NS 32.3±13.7 35.3±10.8 33.8±13.3

Dry Normal Oily
Sebum U-zone 05.3±2.0a 05.0±2.1a 12.8±4.0b 06.7±4.0 0-40 41-80 81-100Sebum T-zone 15.2±6.8a 20.3±9.9a 30.9±13.1b 21.2±11.1

1)Mean±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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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칼슘의 경우 196.9±81.5 µg, 463.3±227.7 mg을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장량의 49.2±20.4, 66.2±32.5%

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Bae 등(2006)은 엽산 및 칼

슘의 섭취 부족(엽산: 49%, 칼슘: 71%)은 충분한 양의 과

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이며, 이로 인해 체내

에서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phytochemical의 섭취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정상피부군의 경우 민감성 피부군과 약민감성 피부군보다

열량, 단백질,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엽산, 칼

슘, 인, 철, 아연의 섭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실험군 간

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섭취량의 경우 정상피부군은 94.5±38.0 µg

RE로 민감성 피부군 79.1±39.5 µg, 약민감성 피부군 92.8

±35.2 µg RE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비타민 A는 면역을 증진시키고 피부정상화 작용

및 세포분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며 피부 상피조직의 신진

대사에 깊이 관여하여 성장을 촉진하며, 피부의 정상적 각

화 과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Kim 등 2005). 비타민 A

부족시 피부 점막에서 점액 분비가 감소하고, 과도한 건조

화 및 노화, 각질화가 증가되는데(Lee 2000; Choi 등

2003), 본 연구에서 정상피부군의 비타민 A 섭취량이 민감

성, 약민감성 피부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와 관련해 볼

때,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 및 상피조직의 정

상적인 증식과 분화 조절의 기능은 피부건강상태와 깊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E 섭취량은 정상피부군이 167.0±55.0 mg으로

민감성 피부군 92.8±35.2 mg, 약민감성 피부군 99.0±

40.4 mg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와같은 결과는 비타민 E가 피부에서 세포지질의 산화를

억제하고 자외선이나 약물에 의한 피부손상을 보호하며 수

술 후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Djerassi 등 1986)와 관련하여 비타민 E는 피부의 영양상

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부 상피세포의 활성화로 피

부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며 주름이 많이 생긴 결합조직의 섬

유성분에 긴장감을 주어 노화방지나 세포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Kim 등 2001).

<Table 3>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Item Sensitive (n=11) Slightly-sensitive (n=24) Normal (n=9) Total (n=44) 

Energy (kcal) 0001625.5±530.81)NS2) 1589.9±561.80 2025.0±578.60 1687.8±571.60
0(77.4±25.3)3) (75.7±26.8) (96.4±27.6) (80.4±27.2)

Protein (g) 00059.3±18.8NS0 70.3±47.1 72.3±25.8 68.0±37.7
(131.8±41.8)0 (156.3±104.7) (160.7±57.3)0 (151.1±83.7)0

Vit.A (µg RE) 
0514.0±257.0a 0568.3±201.2a 0860.7±199.5b 614.6±246.8
(79.1±39.5) (87.4±31.0) (132.4±30.7)0 (94.5±38.0)

Vit.B1 (mg) 0001.1±0.6NS0 1.2±0.8 1.1±0.4 1.2±0.7
(102.1±52.4)0 (113.4±73.3)0 (104.4±33.2)0 (108.7±61.2)0

Vit.B2 (mg) 0001.0±0.4NS0 1.1±0.5 1.2±0.3 1.1±0.5
(83.8±36.5) (91.2±41.9) (97.8±28.4) (90.7±37.7)

Vit.B6 (mg) 0001.7±0.7NS0 1.7±0.8 1.8±0.7 1.7±0.7
(118.9±48.7)0 (120.1±57.1)0 (131.7±47.8)0 (122.2±52.4)0

Vit.C (mg) 00078.2±49.2NS0 94.4±70.9 99.2±75.9 91.3±66.3
(78.2±49.2) (94.4±70.9) (99.2±75.9) (91.3±66.3)

Vit.E (mg)
09.3±3.5a  9.9±4.0a 016.7±5.5b0 11.1±5.00

(92.8±35.2) (99.0±40.4) (167.0±55.0)0 (111.4±50.4)0

Niacin (mg) 0013.2±4.5NS0 13.4±6.10 11.7±7.80 13.0±6.00
(94.6±32.0) (96.1±43.6) (83.8±55.6) (93.2±43.1)

Folate (µg) 00184.9±79.9NS0 188.7±78.70 233.3±89.80 196.9±81.50
(46.2±20.0) (47.2±19.7) (58.3±22.5) (49.2±20.4)

Ca (mg) 000352.8±175.9NS0 495.1±254.5 513.2±176.7 463.3±227.7
(50.4±25.1) (70.7±36.4) (73.3±25.2) (66.2±32.5)

P (mg) 000760.8±244.9NS0 808.5±304.4 975.0±279.8 830.6±289.7
(108.7±35.0)0 (115.5±43.5)0 (139.3±40.0)0 (118.7±41.4)0

Fe (mg) 0010.1±3.0NS0 10.7±4.00 14.6±6.6 0 11.3±4.60
(71.9±21.4) (76.4±28.4) (104.0±47.4)0 (80.9±33.2)

Zn (mg) 0008.0±4.9NS0 7.2±2.8 8.1±2.5 7.6±3.3 
(100.6±60.7)0 (90.2±35.4) (100.9±31.8)0 (95.0±41.7)

1)Mean±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3)%KRD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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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화학 지표

조사대상자들의 피부 민감도에 따른 혈청 생화학적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혈

청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농도는 172.3±26.3, 48.3±8.4, 99.0±24.4,

86.1±39.9 mg/dL로 정상 수준이었다. 혈청 총 콜레스테

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피부군

이 민감성 피부군과 약민감성 피부군보다 높았으며, 중성지

방 농도의 경우 약민감성 피부군(90.1±41.7 mg/dL)이 민

감성 피부군(89.1±47.1 mg/dL)과 정상피부군(71.6±22.6

mg/dL)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혈청 총 항산화능(TAS) 농도의 경우 1.88±0.14 mmol/

dL로 정상수준(1.30~1.77 mmol/dL)을 초과하였으며, 실

험군별로는 민감성 피부군(1.92±0.13 mmol/dL)이 약민감

성 피부군(1.85±0.13 mmol/dL)과 정상피부군(1.89±0.18

mmol/dL)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ae 등

(2006)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의 아연섭취량과 TAS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아연과 같은 무기질의 섭취가 높으면 이를 구성분

으로 하는 항산화효소들의 활성이 증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아연은 피부의 항산화성, 항노화성 및 항암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Baldwin 등 2001; Hayashi 등

2001), 피부질환(Kim 등 1992) 및 상처치유(Lim 등 2000)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A와 함께 피부의 보습과

탄력유지에 중요한 콜라젠과 엘리스틴 생성 작용 및 피지선

의 정상적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Kim 2007). 본 연

구에서 민감성 피부군의 아연 섭취량은 약민감성 피부군에

비해 0.8 mmol/dL 정도 높았으며, 정상피부군과 거의 차

이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연의 섭취량이 혈청 총

항산화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5. 피부건강상태와 신체계측치, 체성분과의 상관관계

피부건강상태와 체중, BMI, WHR 및 체성분과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피부건강상태와

BMI, WHR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견갑골과 옆중심선 피부두겹두께는 피부 탄력성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301,

r=-0.450, p<0.05), U-zone 유분량과 피부 탄력성간에

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319, p<0.05). 또

한 삼두근과 허벅지 피부두겹두께는 주름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0.381, r=0.334, p<0.05). 신체 내 적

절한 양의 지방은 피부부속기관인 피지선의 기능을 조절하

여 피부와 모발에 윤기와 광택을 주며 유연하게 하고 탄력

을 유지하며 건조를 방지하지만, 과다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의 침착으로 인해 모세혈관의 노화로 피부 탄력의 저하 현

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Yang 등 2005).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29.6±6.2%로 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nlysis)법에 의한 판정기준

(Ahn 2007b)으로 정상범위 20-25%를 넘어 경도비만에 해

당하였으며 특히 약민감성 피부군에 비해 민감성 피부군의 체

지방량과 체지방률이 높은 경향에 비추어 보아 체지방의 과

다축적은 피부 탄력저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체 단백질량과 무기질량의 경우 피부

탄력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0.435, -0.437, p<0.01), 모공과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관찰되었다(r=0.381, r=0.386, p<0.05). 이는

민감성 피부군의 체 단백질량과 무기질량 및 모공의 크기가

정상군에 비해 더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실

제로 체 단백질량이나 무기질량이 피부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6. 피부건강상태와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

피부건강상태와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피부거칠기의 경우 열량, 비타민 A, B1,

B2, C, E, 나이아신, 아연(r=-0.340, r=-0.337, r=-0.318,

r=-0.371, r=-0.320, r=-0.323, r=-0.358, r=-0.357,

p<0.05)과 엽산, 인(r=-0.396, -0.460, p<0.01), 비타민

B6(r=-0.510, p<0.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피부가 피부 표면을 통해 영양 성분을 공급받기 보다

는 신체 내부의 혈관계나 림프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분의 공급상태가 좋으면 피부

 <Table 4> Serum levels of lipids and TAS of the subjects

 Item† Sensitive
(n=11)

Slightly-sensitive 
(n=24)

Normal
(n=9)

Total
(n=44)

Criteria
Normal Danger

TC (mg/dL) 67.0±23.21)NS2) 171.5±24.0 181.0±35.6 172.3±26.3 ≤200
HC (mg/dL) 46.4±6.0NS 048.8±8.4 049.4±11.0 048.3±8.4 55~165
LC (mg/dL) 95.5±22.0NS 096.9±24.1 108.7±28.0 099.0±24.4 ≥35~80 (female)  < 35 (female)
TG (mg/dL) 89.1±47.1NS 090.1±41.7 071.6±22.6 086.1±39.9 ≤200
TAS (nmol/dL) 1.92±0.13NS 01.85±0.13 01.89±0.18 01.88±0.14 1.30~1.77 mmol/L

1)Mean±S.D.
2)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multiple range test.
†TC: Total-cholesterol, HC: HDL-cholesterol, LC: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TAS: Total antioxida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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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므로 영양소 섭취상태가 좋

을수록 피부결도 더 고와지는 것으로 보인다.

색소침착도의 경우도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6,

엽산, 철분 섭취량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0.327, r=-0.368, r=-0.327, r=-0.349, r=-0.349,

p<0.05), 인(r=-0.465, p<0.001)의 섭취량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피부거칠기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비

타민 B6는 대표적인 항피부염성 비타민으로 피부의 저항력

과 피지조절능력이 있으며, 단백질 대사의 조효소 역할을 하

며 피부의 수분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모세혈관의 혈액

순환을 돕는 작용을 한다(Kim 등 2005; Jang 등 2005).

비타민 B6는 곡류, 야채 및 과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식품 내에는 대부분이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여 흡수율과 체

내이용률은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비타민 B6에 비해 저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klem & Machln 1991; Kabir 등

1993). 따라서 비타민 B6를 영양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더라도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급원식품의 선택도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비타민 B2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

로써 세포의 재생을 도우며(Jeon 등 2002), 나이아신은 세

포 내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핍 시 피부염이나 피부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Ahn

등 2007b). 비타민 A는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을 조절하며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kin status and body composition 

Item Moisture Elasticity Sebum
U-zone

Sebum
T-zone Evenness Pore Spot Wrinkle

Weight (kg) -0.124 -0.054 0.093 0.251 0.204 -0.019 -0.213 -0.175 
BMI (kg/m2) -0.085 -0.008 0.245 0.273 0.146 -0.114 -0.140 -0.062 
WHR -0.072 -0.030 0.087 0.234 0.127 -0.062 -0.112 -0.184 
Triceps (mm) -0.197 -0.026  0.028  0.036 -0.155 -0.070 -0.014 --0.381*
Biceps (mm) -0.056 -0.039 -0.198  0.016 -0.167 -0.069 -0.134 -0.286 
Subscapular (mm) -0.195 --0.301*  -0.319* -0.152 -0.082 -0.113 -0.027 -0.119 
Abdomen (mm) -0.149 -0.247 -0.076 -0.104 -0.192 -0.232 -0.114 -0.328 
Midaxillary (mm) -0.217 ---0.450** -0.282 -0.152 -0.076 -0.247 -0.126 -0.014 
Thigh (mm) -0.154 -0.245 -0.284 -0.105 -0.166 -0.031 -0.024 --0.334*
Intracellular fluid(L) -0.121 -0.102  0.030  0.072  0.269 -0.080 -0.229 -0.187 
Extracellular fluid (L) -0.141 -0.097  0.010  0.071  0.245 -0.066 -0.254 -0.191 
Body protein (kg) -0.124 ---0.435** -0.080  0.084 -0.153 --0.381* -0.135 -0.034 
Mineral (kg) -0.126 ---0.437** -0.084  0.081 -0.156 --0.386* -0.136 -0.032 
Total body water (L) -0.142 -0.102  0.026  0.065  0.267 -0.075 -0.229 -0.184 
Lean body mass (kg) -0.144 -0.108  0.033  0.085  0.243 -0.098 -0.226 -0.186 
Soft lean mass (kg) -0.149 -0.114  0.032  0.084  0.254 -0.116 -0.219 -0.184 
Body fat mass (kg) -0.010 -0.066  0.124  0.333  0.012 -0.109 -0.049 -0.035 
Percent body fat (%) -0.049 -0.106  0.069  0.183 -0.115 -0.200 -0.056 -0.061 

*: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kin status and nutrient intakes

Item Moisture Elasticity Sebum
U-zone

Sebum
T-zone Evenness Pore Spot Wrinkle

Energy (kcal) -0.015  0.009  0.057  0.081 -0.340* -0.189 -0.252 -0.096 
Protein (g)  0.147 -0.064 -0.091  0.084 -0.290 -0.134 -0.219 -0.013 
Vit.A (µg RE)  0.071 -0.009  0.294  0.288 -0.337*  0.012 -0.327* -0.202 
Vit.B1 (mg)  0.064 -0.145 -0.024  0.046 -0.318* -0.114 -0.295 -0.101 
Vit.B2 (mg)  0.031 -0.141 -0.077  0.010 -0.371* -0.133 -0.263 -0.272 
Vit.B6 (mg)  0.035 -0.027 -0.002  0.106 -0.510*** -0.245 -0.327* -0.029 
Vit.C (mg)  0.210  0.106  0.120  0.025 -0.320* -0.082 -0.260 -0.120 
Vit.E (mg) -0.083  0.010  0.403  0.202 -0.323* -0.155 -0.368*  0.029 
Niacin (mg)  0.186  0.033 -0.126 -0.067 -0.358* -0.207 -0.143 -0.047 
Folate (µg)  0.042 -0.107  0.086  0.122 -0.396** -0.067 -0.349* -0.120 
Ca (mg)  0.067  0.119 -0.007  0.136 -0.174 -0.048 -0.156 -0.050 
P (mg) -0.021  0.039  0.025  0.078 -0.460** -0.132 -0.465*** -0.016 
Fe (mg)  0.032  0.134  0.141  0.120 -0.288 -0.107 -0.349* -0.005 
Zn (mg) -0.079 -0.152 -0.108 -0.116 -0.357* -0.007 -0.217 -0.096 

*: p<0.05,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민감성 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분석 265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세포의 저항력을 증진시켜 화농

성 여드름 유발을 방지하고 색소침착성 피부의 안정을 돕는

작용을 한다. 철분은 혈액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와 함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인은 체내 모

든 주요대사에서 다양한 효소의 조인자로 이용되며 칼슘과

함께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Kim 등 1999; Kim

등 2001; Yang 등 2005). 비타민 C는 항티로시나아제 작

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고 기미의 주원인이 되는 스트

레스를 완화시켜 피부의 색소침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ang 등 2004).

이상에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영양소 섭취와 피

부건강상태는 단일한 영양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각종 비타민 및 무기질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

로 보이며, 건강한 피부유지 및 개선을 위해 올바른 식이섭

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7. 피부건강상태와 혈액지표와의 상관관계

피부건강상태와 혈청 지질 농도 및 TAS 농도와의 상관관

계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U-zone의 유분량과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47, r=0.354, p<0.05).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피부 표피의 주요 지질성분으로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는 지방질의 피

지선 정상화 작용에 영향을 주어 모공을 막고, 여드름 등을

유발시키는 등 피부의 민감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피부 민감도(민감성, 약민감성, 정

상피부군)에 따른 체성분, 영양소 섭취 및 생화학적 성분을

비교하고, 피부건강상태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세, 신장은 165.1 cm, 체

중은 59.2 kg, 체지방률은 29.6%로 경도비만이었다. BMI,

WHR, 체성분 및 피부두겹두께 측정치는 피부 민감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민감성 피부군이 정상피부군에 비해

대부분의 부위별 피부두겹두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조사대상자들의 피부는 모두 건성피부에 해당하였으며,

민감성 및 약민감성 피부군은 정상피부군에 비해 U-zone

과 T-zone의 유분량이 적었고(p<0.05), 색소침착도가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5).

3) 민감성 피부군의 영양소 섭취량은 대부분의 영양소 섭

취량이 정상피부군에 비해 낮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비타민 A, E와 인의 섭취량은 민감성>약민감성>정상

피부군 순으로 유의하게 낮은 섭취를 나타냈다(p<0.05).

4) 혈청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

테롤 농도는 정상피부군이 민감성 피부군과 약민감성 피부

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TAS 농도는 민감성 피부군

이 약민감성 및 정상피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5) 피부건강상태와 신체계측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피

부탄력도는 견갑골, 옆중심선 피부두겹두께와 체 단백질량,

무기질량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모공상태는

체 단백질량, 무기질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름상태는 삼두근과 허벅지 피부두겹두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부거칠기는 영양소섭취량 중 열량, 비

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아연, 인 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색소침착도 역시 비타민

A, B6, E, 엽산, 철분 및 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는 U-zone 유

분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민감성 피부군은 정상피부군에 비해 체

지방 관련 지표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피부건강상

태지표 중 피부유분량은 낮으면서 색소침착도는 유의하게

높아 피부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 열량 및 영양소 섭취수준

도 정상피부군에 비해 대부분 낮게 섭취하고 있어 영양소섭

취상태가 불량하였다. 한편 피부탄력도, 주름, 피부거칠기,

색소침착도 등은 민감도에 따른 피부건강상태와 체성분, 영

양소 섭취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감성 피부의 경우 피부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체중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잡힌 식생활

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kin status and blood chemicals 

Item† Moisture Elasticity Sebum
U-zone

Sebum
T-zone Evenness Pore Spot Wrinkle

TC (mg/dL) -0.084 -0.083 --0.347* -0.061 -0.020 -0.027 -0.208 -0.047 
HC (mg/dL) -0.168 -0.027 -0.151 -0.095 -0.193 -0.149 -0.037 -0.036 
LC (mg/dL) -0.154 -0.049 -0.170 -0.121 -0.009 -0.054 -0.010 -0.006 
TG (mg/dL) -0.001 -0.055 --0.354* -0.050 -0.074 -0.005 -0.237 -0.037 
TAS (mmol/dL) -0.135 -0.082 -0.016 -0.278 -0.287 -0.230 -0.087 -0.024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TC: Total-cholesterol, HC: HDL-cholesterol, LC: LDL-cholesterol
TG: Triglyceride, TAS: Total antioxida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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