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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하여 다양한 피부 문제가 나타나는 년여성의 피부문제를 해결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주  피부상태에 따른 화장품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피부 리방법과 화장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0  년여성 235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주  피부상

태와 화장품의 구매방법간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주  피부상태와 화장품의 리방법 간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향후 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확한 피부상태를 알아보고 이상 인 피부 리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due to aging, we propose the possible solutions for a variety of skin problems, skin problems

of middle-aged women appear. The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required for use in 

cosmetic skin care methods and then to find the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se situation of the subjective skin

cosmetics. For this, total 235 the age of 50's women living in Gyeonggi.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thod by the subjective skin and cosmetics(***p<.001).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and the skin cosmetic and subjective(***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aining and development 

can be made for a great skin care program to find the exact status of individuals based on a variety of skin problems

from the facial skin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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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는 사람을 단하는 기 에 외 인 요소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모가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족

과 인 계의 한 계를 유지하기 한 방법으로 

많은 심을 갖고 있다[1]. 이러한 향으로 최근 외모

리의 방법들은 범 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모 

가꾸기와 이에 한 노력은 개인의 특유의 개성을 표

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계기가 된다[2]. 

외모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피부는 인체의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바깥 조직으로 수분과 해질의 

손실을 막는 장벽역할과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 체온 

조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3]. 건강한 피부는 유‧수

분의 균형을 이루고 자극에 항성을 갖고 있으며, 자외

선, 바람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4].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  요인과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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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등에 인한 호르몬 분비의 감소, 피부 구조의 변화 

등으로[5]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주름, 색소, 늘어

짐 등이 나타나게 된다[6]. 각질층의 수분 부족은 피부의 

건조함과 민감함을 높이고 주름 형성  비정상 인 장

벽을 래한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는 평평해지고 결

합이 느슨해지며,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고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굵어지게 되며, 모공은 확장된다

[7,8]. 한, 표피 내에 존재하는 랑게르한스세포의 기능 

감소로 인한 면역기능의 하와 멜라닌세포 수의 감소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기능이 떨어지게 된다[9]. 

피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방하기 한 피부 리

의 방법으로 화장품인 앰 , 에센스, 크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피부 리를 통한 외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0]. 화장품은 작용하는 목 , 연령 등에 따라 용도

별, 상태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를 청결, 미화하

여 피부의 건강을 유지 는 증진하기 하여 인체에 경

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건조한 피부를 하게 해주

는 보습과 유연 제품, 주름을 완화하기 한 주름개선제

품,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한 자외선차단제품 등

을 사용하여 심리  안정감 등의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피부 리를 할 수 있으며, 피부 리에 한 개념도 변

화하고 있다[11,12]. 이에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 리 

 변화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화장품의 사용 실태

를 조사하여 화장품에 한 올바른 소비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하여 다양한 피부의 문제

가 나타나는 50 여성에 한 주  피부상태 인지에 

따른 화장품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피부 리방법

과 화장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50  여성의 주  피부상태 인지와 이에 

따른 화장품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경기지역

에 거주하는 50 여성을 편의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50부를 회수하

으며, 응답이 미비하거나 하지 않은 15부를 제외

한 23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설문지는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내용 6문항, 주  피

부상태에 한 내용 25문항, 화장품의 사용 실태에 한 

내용 24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하 다. 

2.3.1 주관적 피부상태

본 연구의 주  피부상태에 한 태도는 해정[13]

과 양윤미[14]의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수분’ 요인 5문항, ‘유분’ 요인 5문항, ‘민감’ 

요인 5문항, ‘색소’ 요인 5문항, ‘탄력‧주름’ 요인 5문항으

로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낮을수록 피부상태가 정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α=.80이었다.

2.3.2 화장품 사용실태

본 연구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한 태도는 이경숙[15]

과 이진[16]의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화장품 구매방법’의 하 요인별 ‘권유’ 요인 3

문항, ‘가격’ 요인 4문항, ‘사용 후기’ 요인 2문항, ‘ 랜드’ 

요인 2문항, ‘성분’ 요인 4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화장품 리방법’의 하 요인별 ‘사용 장소’ 요인 2문

항, ‘ 생’ 요인 4문항, ‘변질’ 요인 3문항으로 총 9문항으

로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화장품의 사용실

태가 정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α=.78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5일부터 2013년 9

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  상자에게 연구

의 취지와 목 ,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의 으로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

도록 하 으며,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정도가 소요되었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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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

 피부상태, 화장품 사용실태의 상 계에 해 알

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 여성으로 

제한하 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의 50 여성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은 50-51세 48명

(20.4%), 52-53세 45명(19.1%), 54-55세 40명(17.0%), 

56-57세 52명(22.1%), 58-60세 50명(21.3%)으로 나타났

고, 교육정도는 고졸 128명(54.5%), 직업은 업주부 73

명(31.0 %)으로 나타났다. 가족 월수입은 200-300만원 

미만 72명(30.6%)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N %

Age

50-51 48 20.4

52-53 45 19.1

54-55 40 17.0

56-57 52 22.1

58-60 50 21.3

Final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 128 54.5

College graduate 40 17.0

University graduate 14 5.9

Etc 53 22.5

Profession

Housewife 73 31.0

Professional 38 16.2

Service 58 24.7

Office 35 14.9

Etc 31 13.2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40 17.0

Less than 2-3 million won 72 30.6

Less than 3-4 million won 63 26.8

Over 4 million won 60 25.5

Total 235 100.0

3.2 주관적 피부상태

주  주 상태를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체 으로 볼 때, ‘색

소’(M=3.5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분’(M=3.45), ‘탄력

주름’(M=3.35), ‘유분’(M=2.77), ‘민감’(M=2.77) 순으로 나

타났으며, 주  피부상태는 평균 3.17 으로 나타났다. 

주  피부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ubjective skin condition

Item Mean SD

subjective skin 

condition

Moisture 3.45 .715

Oil 2.77 .641

Sensitive 2.77 .649

Pigment 3.52 .656

Elastic‧wrinkles 3.35 .674

Total 3.17 .362

3.3 화장품 사용 실태

3.3.1 화장품 구매방법

화장품 구매방법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격’(M=3.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유’(M=3 .20), ‘성분’(M=3.17), ‘사용 후

기’(M=2.91), ‘ 랜드’(M=2.85)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

품 구매방법은 평균 3.15 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구매

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How to Buy Cosmetics

Item Mean SD

How to Buy 

Cosmetics

Recommendation 3.20 .695

Price 3.37 .728

Testimonials 2.91 .840

Brand 2.85 .806

Ingredients 3.17 .796

Total 3.15 .508

3.3.2 화장품 관리방법

화장품 리방법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변질’(M=4. 3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 장소’(M=3.76), ‘ 생’(M=3.34) 순으로 나

타났으며, 화장품 리방법은 평균 3.79 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리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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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ubjective skin condition How to Buy Cosmetics

Moisture Oil Sensitive Pigment 
Elastic

‧wrinkles
Recommendation Price Testimonials Brand Ingredients

subjective 

skin 

condition

Moisture 1

Oil .160 1

Sensitive -.147 -.058 1

Pigment .234
**

.215
*

-.120 1

Elastic‧wrinkles .416*** .380*** -.226** .296*** 1

How to 

Buy 

Cosmetics

Recommendation .179* .246** -.007 .263** .138 1

Price .205
*

.018 -.177
*

.193
*

.117 .344
***

1

Testimonials .123 .217* -.002 .124 .169 .165 .124 1

Brand .009 -.082 -.039 .204* -.001 .314*** .378*** .307*** 1

Ingredients -.134 -.121 .057 .104 -.225
**

.210
*

.248
**

.332
***

.463
***

1
*p<.05, **p<.01, ***p<.001

[Table 5] The correlation of subjective skin condition and How to Buy Cosmetics

Item
subjective skin condition How to Cosmetics administrative

Moisture Oil Sensitive Pigment Elastic‧wrinkles Using Places Hygiene Alteration

subjective skin 

condition

Moisture 1

Oil .160 1

Sensitive -.147 -.058 1

Pigment .234** .215* -.120 1

Elastic‧wrinkles .416
***

.380
***

-.226
**

.296
***

1

How to 

Cosmetics 

administrative

Using Places .196* .124 -.096 .171* .034 1

Hygiene -.088 -.131 .136 .030 -.339*** .407*** 1

Alteration .093 -.180
*

-.089 .281
**

-.105 .317
***

.379
***

1
*p<.05, **p<.01, ***p<.001

[Table 6] The correlation of subjective skin condition and How to Cosmetics administrative

[Table 4] How to Cosmetics administrative 

Item Mean SD

How to 

Cosmetics 

administrative 

Using Places 3.76 .853

Hygiene 3.34 .740

Alteration 4.39 .582

Total 3.79 .551

3.4 주관적 피부상태와 화장품 사용실태의 상

관관계

3.4.1 주관적 피부상태와 화장품 구매방법의 상관

관계

주  피부상태와 화장품 구매방법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수분과 유분, 색소는 화장품 구

매방법의 하 요인별 권유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피부상태

의 하 요인별 수분과 민감, 색소는 화장품 구매방법의 

하 요인별 가격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유분은 화장품 구매방법의 하 요인별 사용 후기

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색소는 화

장품 구매방법의 하 요인별 랜드와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주  피부상태

의 하 요인별 탄력 주름은 화장품 구매방법의 하 요인

별 성분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피부상태와 화장품의 구매

방법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3.4.2 주관적 피부상태와 화장품 관리방법의 상관

관계

주  피부상태와 화장품 리방법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주  

피부상태와 화장품 리방법 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수분과 색

소는 화장품 리방법의 하 요인별 사용 장소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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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탄력 주름은 화장품 

리방법의 하 요인별 생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피부

상태의 하 요인별 유분은 화장품 리방법의 하 요인

별 변질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주  피부상태의 하 요인별 색소는 화장

품 리방법의 하 요인별 변질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피부

상태와 화장품 리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5. 고찰 및 결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리하기 해서 

자신의 피부를 정확하게 알고 리하여야한다. 특히, 50

 이후 여성의 피부노화는 진피의 구성요소인 탄력섬유, 

교원섬유  세포간질의 변화가 시작되어 탄력성이 어

들고 피부의 수분보유능력이 감소와 건조함, 민함  

잔주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한 

심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17,18]. 이에 피부에 한 

정확한 지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화장품의 선택에 있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상태의 지각과 이에 따

른 화장품의 선택  효율 인 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리하는데 좋은 방법이다[13]. 피부는 인체의 피

부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큰 조직으로 외모의 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가 피부건

강 리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는 피부건강 리태도와의 상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19]. 이는 년여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는 외모지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하기 한 피부 리방법으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여 

외모의 만족을 높여주는 방법이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년여성은 주름(잔주름)과 거칠

음에 한 피부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으며, 피부

의 상태 개선을 하여 화장품 사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0]. 이는 본 연구의 주  피부상태에서 

느끼는 피부의 문제  색소가 가장 높은 것과 차이가 있

으나 색소 이외의 수분과 탄력·주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다. 한, 화장품의 사용을 통하여 피부

의 건강을 지키려는 방법은 평소 행동습 을 통하여 노

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건강에 심이 높으며, 피부개

선 기능에 유의한 향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이는 화장

품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매력 으로 보일 수 있게 하

는 리방법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품 구매 시 다양한 제품과 가격이 화장품 구매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는 본 연

구의 화장품 구매 시 가격을 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이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설정이 

화장품 구매에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화장품 구매 시 타인의 권유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 화장품  미

백과 주름을 개선하기 하여 자신의 사용 경험  주변

인, 포, 매체 둥 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화장품의 구매 진을 하여 주변인에 의한 권유에 

큰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구 활동을 고

려한 제품의 성분과 품질 강화  랜드의 정 인 이

미지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50 여성의 피부 리방법과 화

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한 극 인 정보 달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년여성의 안면피부상태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문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확한 피부상태를 알아보고 

이상 인 피부 리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이

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년여성으로 제한하 으므로 연구 결

과를 모든 지역의 년여성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 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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