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의 외모는 인 계에서첫인상을 결정하고, 인상

을 형성하는데 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인들은

외모 련 정보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업

정자의 면 을 한 비로 가장 많이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면 메이크업, 피부 리 헤어스타일링이며

[1], 외모는 학생활 응 인 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이와 같이 외모를 가꾸는 방법은헤어, 메이크업, 체형

리, 피부 리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그 피부 리

는 도구와 기기, 손 화장품을 활용하여 피부를 건강하

고 맑게 가꾸는 것으로 외모를 비롯한 피부 리에 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 피부는 인체의 외부

표면을 감싸고 있는 조직으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소

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요 기 으로 피부상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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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라핀 왁스 마스크팩의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 상은 20 성인 남녀 13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연구는 4주간 8회 상자에게 라핀왁스 마스크팩을 용하 다. 라핀왁스 마스크팩의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해 피부 유·수분도, 피부 표면온도, 피부 부드러움 정도 피부상태 주 만족도를 측정하 다. 라핀

왁스 마스크팩 도포 후 피부의 유수분도, 피부표면 온도가 상승하 으며, 피부 부드러움 정도와 유·수분도 피부톤의 내용

을 포함한 피부 주 만족도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라핀왁스 마스크팩은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고, 피부 리를 한 피부미용기기 개발에 유용성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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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affin wax mask pack on skin improvement. The subjects were 13 

males and females in 20s. Subjects applied the paraffin wax mask pack eight times for four week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araffin wax mask pack on the skin, we measured oil, moisture, skin surface temperature, softness 

of skin and satisfaction in subjective skin condition. After using the paraffin wax mask pack, the moisture, oil 

content of the facial skin, skin surface temperature and softness of skin increased. In addition, the subjec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improvement in subjective skin conditons such as dryness, oil and skin tone.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raffin wax mask pack has beneficial effects on skin improvement and it will have high 

utility and value as development of skin care devices for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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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건강, 호르몬 분비, 계 , 자외선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따라 향을 받는다[4]. 이러한 피부를 리하는

방법에는 마스크 팩, 고주 기기 용, 피부미용기기를

활용한 냉·온요법, 화장품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

고 있다[5-8].

그 마스크 팩은 피부에 양 물질을 공 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해 주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굳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피부의 유·수분도 양 공 을 비롯

한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9].

한 마스크 팩은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않고, 경

제 이라 구든지 쉽게 근할 수 있다[10]. 이러한 안

면 마스크팩의 종류에는겔 마스크, 카복시 마스크, 오일

마스크, 라핀 마스크 등이 있으며, 이 라핀왁스마

스크 팩은 모공 주 에 쌓여 있는 피지와 각질 제거,

액순환 개선, 유수분량 조 피부톤 개선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라핀은 석유에서 얻는 윤

활유의 유분을 잘 정제한 것이며, 무색이며 냄새도 거의

없고, 휘발성이 은 액체로 열 도율이 낮고, 열을 국소

에 용하는데 효과 이다[11].

기존 라핀 왁스 련 선행연구로는 질환의 통

증과 가동력에 라핀 치료가 미치는 효과[12], 이미용분

야에서 모발의 퍼머 트 웨이 형성에 미치는 라핀

함유 로드의 향[13], 스코 린을 이용한 라핀왁스

신온열 리가 비만에 미치는 효과[14], 라핀욕 온·

냉교 욕이 미용분야 종사자의 손목터 증후군에 미치

는 향[15]에 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며, 라핀왁스

마스크 팩의 안면개선효과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라핀 마스크의 온열효과를 통해 액순환

진과피부 유·수분도개선 피부결 개선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핀

왁스 마스크팩의 피부개선 효과에 한 연구를 통해

라핀 왁스 마스크팩의 효과를 규명하고, 라핀 왁스 마

스크팩제품개발의기 자료를수집하기 해시행되었다.

2. 연 방법

2.1 재료 및 기기

라핀 왁스는 N사(Korea)의 제품, 세안제는 모든 피

부용 클 징 폼인 N사(Korea)의 제품을 사용하 고, 그

외 마스크 팩용 거즈, 팩용 붓 등을 사용하 다. 라핀

왁스 워머기는N사의NP-20(Korea), 유수분측정기는 D

사의 Daom-609(China), 피부 부드러움 측정은 D사의

SK04U(China), 피부 온도 측정을 한 열화상 카메라는

J사의 FLIR ONE PRO(China)를 사용하 다.

2.2 연 대상

상자는 G시에 거주하는 20 성인 13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기로 한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개요, 시험방법, 피부이상반응 연구도

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내용에 해 충

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행하

다. 실험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4

주간 진행하 으며, 재 피부 질환이 없고, 최근 3개월

간 피부과 약물을 복용한 병력이 없는 상자를 선정하

다. 연구 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 하 다.

2.3 연 방법 및 도

2.3.1 라핀 스 도포 

라핀 왁스마스크 팩 도포를 한 실험실 내부환경

은 일정한 측정 공간(온도 20±2℃, 습도 45±5%)에서 시

행하 다. 연구 시행 상자의 연령 등 일반 특성

피부 련 특성에 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 라

핀 왁스 마스크 팩 도포 클 징 폼으로 세정한 후, 피

부의 유분도, 수분도, 온도 피부 부드러움정도를측정

한 후 라핀 왁스를 도포하 다. 라핀 왁스 워머기의

온도는 선행 연구에 따라 45±2℃를 유지하 으며, 안면

도포시 온도 이상반응 측정을 해 손목 안쪽 부 에

테스트 후 시행하 다. 상자의 에 물을 신 화장솜

으로 덮고, 얼굴 체는 젖은 마스크팩용거즈를 덮은 후

상자의 이마, 양볼 턱 순으로 팩붓을 활용하여 코와

귀 주변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회 도포 후

라핀 왁스가 굳어 막이 형성되면 재 도포하는 방법으

로 5겹 도포하 다. 워머기에용해된 라핀을 일부 용기

에 옮겨담은 후팩 붓을 활용하여 젖은 마스크팩용거즈

에 도포하는 과정에서 실내의 온도와 젖은 거즈로 인해

라핀의 온도가 낮아 졌으며, 실제 도포시 라핀 온도

는 37 ~ 39℃이었다. 도포 10분 후에 라핀 왁스와 거즈

를 조심스럽게 제거하 다. 총 진행은 4주간 8회 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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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피 개 효과 

피부의 수분도와 유분도는 피부 측정기기를 활용하

고, 라핀 왁스 도포 과 도포 후 4, 8회차에 볼의같은

부 를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통계 처리하 다.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는 피부 측정기기를 활용하 고,

피부측정기기의 LCD 화면에 표시되는 얼굴모양에 따라

측정하 다. 5가지 형태의 얼굴모양이 표시되었으며, 피

부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얼굴모양의 표시는 거침, 보

통으로 거침, 보통임, 보통으로 부드러움, 좋음을 의미하

며, 기기 화면에 표시된 것을 수치화 하여 결과 값을 얻

었다. 피부 온도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라핀 왁

스 도포 과 도포 후 4, 8회 차에 피부표면 온도를 측정

하 으며, 피부상태 주 만족도 정도는 라핀 왁스

도포 과 도포 후 8회차에 피부의 건조함, 유분감, 피부

톤 피부 부드러움 정도에 해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

정하 다.

2.4 통계처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피부 련 특성,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 피부개선에 한 주 만족도 통계

처리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

다. 라핀 마스크 팩의 효과에 한 측정은 SPSS 21.0

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하 으며,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통해 5%이하 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  반  및 피  특

본 실험의 참가자는 총 13명으로 평균 연령은 19.8세

이며, 성별은 남성이 7명(53.8%), 여성이 6명(46.2%)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는비흡연자가 12명(92.3%)이 으며,

13명의 상자 모두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음주량은 한달 소주 3병 정도이며, 평소 수분 섭취

량은 하루에 1~2L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상이 6명

(46.2%)이었고, 하루에 1L 이하의 수분을 섭취하는 상

자는 5명(38.5%)이었으며 평소 피부상태는 복합성 피부

가 7명(53.8%), 건성피부가 3명(23.1%), 지성피부가 2명

(15.4%), 성피부가 1명(7.7%) 순이었다.

3.2 피 개  효과

3.2.1 수  변화 

라핀 왁스 도포 수분량은 31.92±1.19% 이었다.

도포 4회 후에 32.69±1.55%, 8회 후에는 35.54±1.51%로

도포 보다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Table 1 라핀왁

스 도포 유분량은 33.92±2.50%이었다. Table 1 도포

4회 후에 35.77±1.88%, 도포 8회 후에는 38.15±2.41%로

도포 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핀 왁스 마스크팩 용 후 수분도 유분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5]연구와 일치한다. 라핀왁스마스크팩

의 온열작용으로 인해 액순환 개선과 확장, 발한

작용을 통해 피부 수분도를 증가시키고, 모공확 를 통

해 모공에 막 있는 피지배출을 통해 유분도 한 증가

한 것으로 사료된다. 온열효과를 통한 유·수분량 증가에

한보고[6,7]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3.2.2 피  도 변화 

Table 1과 같이피부표면 온도 역시 라핀 왁스 도포

31.85±1.14℃이었으며, 도포 4회 후 34.54±1.13℃, 8회

후 35.85±1.28℃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라핀이 피부표면 온도 상승에 주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결과들이[5,12,15] 본 연구를 지지하

고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라

핀 마스크팩이 피부표면 온도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본 연구결과와 같이 피부 피부표면 상승

을 통해 나타나는 액순환 개선, 신진 사율 증가, 모공

확장 등의 피부개선에 한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3.2.3 피  드러움 도 변화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의 변화는 라핀 왁스 도포

‘보통정도 거침’으로 나타난 연구 상자가 46.2%, ‘보통’

으로 나타난 상자가 30.8% 이었으며, 라핀 왁스 8회

도포 후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가 ‘보통’인 경우 46.2%,

‘보통정도 부드러움’으로나타난 경우가 38.5% 나타나

라핀 왁스 마스크 도포 후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가 개선

되었음을 확인하 다. Table 2 이러한 결과는 라핀왁

스 마스크팩 도포를 통해 모공크기가 감소하고, 피부 각

질제거 피부톤 개선에 효과 임을 보고한 선행연구[5]

와 유사한 결과이다. 라핀 욕이 피부를 연화시키고, 마

스크를 통한 온열요법이 확장 액순환 진을

통해 피부표면의 각질과 유분이 제거되어 피부결이 부드

러워진 것으로 사료된다[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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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moisture, sebum and temperature before/after application with paraffin wax mask

Category
Before paraffin wax

application
4 times application 8 times application X2 p

Moisture 31.92±1.19 32.69±1.55 35.54±1.51 22.240 .000

Sebum 33.92±2.50 35.77±1.88 38.15±2.41 15.176 .001

Temperature 31.85±1.14 34.54±1.13 35.85±1.28 24.154 .000

Table 2. Change of skin softness before and after paraffin wax mask

Category

Before paraffin wax

application

After paraffin wax

application

N % N %

Softness Rough 2 15.4 0 0

Rough-average 6 46.2 1 7.7

Average 4 30.8 6 46.2

Soft-average 1 7.7 5 38.5

Good 0 0 1 7.7

Total 13 100 13 100

Table 3. Change in subjective skin condition provided by a paraffin wax mask

Category

Before paraffin wax

application

After paraffin wax

application

N % N %

Dryness Very good 0 0 1 7.7

Good 1 7.7 8 61.5

Moderate 6 46.2 4 30.8

Bad 6 46.2 0 0

Very bad 0 0 0 0

Oil Very good 0 0 1 7.7

Good 2 15.4 7 53.8

Moderate 7 53.8 5 38.5

Bad 4 30.8 0 0

Very bad 0 0 0 0

Skin tone Very good 0 0 1 7.7

Good 7 53.8 9 69.2

Moderate 5 38.5 3 23.1

Bad 1 7.7 0 0

Very bad 0 0 0 0

Softness Very good 0 0 5 38.5

Good 4 30.8 5 38.5

Moderate 7 53.8 3 23.1

Bad 2 15.4 0 0

Very bad 0 0 0 0

Total 13 100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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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피 상태 주  만 도 

라핀왁스 마스크 팩 도포 후의피부상태 개선에

한 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연구 상자가 느끼

는 피부의 건조함 정도는 실험 ‘보통이다’, ‘나쁘다’는

답변이 각각 46.2%로 높게나타났으나, 실험 후 ‘좋다’는

답변이 61.5%로 나타나 주 으로 느끼는피부의 건조

함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유분도 정도는 실험 ‘좋다’는 답변이 15.4%이었으

나, 실험 후 ‘좋다’는 답변이 53.8%로 증가하 으며, 피

부톤 정도는 실험 ‘좋다’는 답변이 53.8% 이 으며,

실험 후 ‘좋다’는 답변이 69.2%로 나타나 유분도와 함께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

를 묻는 문항에서 실험 ‘보통이다’는 답변이 53.8%이

으나 실험 후 ‘매우 좋다’, ‘좋다’는 답변이 각각 38.5%

로 나타나 피부의 부드러움 정도 역시 개선되었음을 확

인하 다. Table 3 라핀왁스 마스크팩 용후의 주

피부개선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

는 어려우나, 얌빈 추출물을 함유한 마스크팩 용 후

주 피부상태가 개선된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9].

본 연구를 통해 라핀마스크팩 용 후피부의객

지표 개선뿐만이 아니라 피부개선에 한 주 지표

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4. 결

본 연구는 라핀 왁스 마스크의 피부개선효과를 확

인하기 해 20 성인 남녀 13명을 상으로 4주간 안

면에 라핀 왁스 마스팩을 도포하 다. 마스크팩 도포

과 비교해 도포 후 피부 수분도와 유분도, 피부표면

온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피부의 부드러움과 주

피부만족도인피부의건조함, 유분도, 피부톤 피

부 부드러움 정도가 개선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라핀왁스 마스크 팩의 피부개선 효과를 규명

하 고, 나아가 향후 라핀 왁스마스크팩의피부개선

효과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상황에서 본 연구가 시

도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

과를통해 라핀 왁스마스크팩 련 제품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 소

수의 상에게 연구가 시행되어 연구결과 해석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상자 연령, 라

핀 왁스마스크팩 용기간을 달리 용하여 효과를 규

명하는 연구가 반복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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