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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인에서 피부 산도와 영양소 섭취 및 식사패턴과의 상관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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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indicator of skin health, acidified skin surface pH ranging from 5 to 7 is crucial for maintaining skin barrier.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pH and dietary pattern (DP) as well as nutrient or food intake 
in 48 healthy middle aged adults. Skin pH was measured in the skin surface of the inner arm, and blood lipid profile was 
analyzed. Dietary intake data were obtained using 1 day 24 hour recall method, and DP was extracted using factor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skin pH ranged from 5.15 to 6.88 in all subjec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kin pH 
between males and females. When subjects were grouped by tertile of skin pH, the food intake of fruit, and the nutrient 
intake of omega 6 fatty acid, potassium, vitamin A, vitamin C, β-carotene, and riboflavin in the first tertile group with 
skin pH ranging from 5.15 to 5.68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third tertile group with skin pH ranging from 6.26 
to 6.88. There was no difference in blood lipid profile between the first and the third tertile group. Among 5 DP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DP5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nuts and fruits as well as a low intake of beverages and alcohol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skin pH after adjusting for gender and age. DP5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trient intake 
of carbohydrate, fiber, potassium, iron, vitamin A, vitamin C, β-carotene, thiamine, and riboflavin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dium after adjusting for gender, age, smoking, and energy intake. Therefore, acidified skin pH could be maintained 
by these DP and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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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 산도(pH)는 표피의 젖산, 유리아미노산, 유리지방산 

등 여러 인자들의 전체 함량에 의해 유지되며, 피부 건강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pH 5~7 사
이의 약산성을 유지하는데 항균 기능과 각질층의 박리 및 피

부장벽의 항상성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Korting 등 

1990; Elias PM 2007; Lee SH 2010). 피부 산도는 아토피 피부

염이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의 발현 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화에 의해서도 증가하며, 영양적, 환경적, 심리적 생활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어 있다(Kazuaki & 
Yoshiharu 2002; Wissing & Müller 2003; Choi 등 2007; Kim 
등 2010).

이처럼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 균형적

인 영양 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

적인 접근방안이다(Kim 등 2003). 영양 섭취와 피부 건강 사

이 관계를 보면,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 비해 전체 열량 섭취와 지질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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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어 있다(Kim & Jung 1999). 또한 리놀레산(linoleic 
acid, C18:2n-6) 섭취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 및 여드름 질환자

의 피부 상태가 개선된 연구 보고는 특정 지방산 섭취가 피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Horrobin DF 2000; Marsh 
등 2000; Cosgrove 등 2007). 이외에도 과일 및 채소 섭취뿐만 

아니라, 술이나 스테로이드 혹은 항생제 및 염증억제제 등의 

약물의 남용 역시 건강 상태와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mith & Fenske 2000; Jo & Choi 2010). 
이와 같은 식품 섭취는 혈중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및 중성지방(triacylglycerol) 등의 지질관

련 지표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루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피부유형의 사람들보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다는 보고(Kim & Jung 1999) 및 피부

의 대표적 질병 중 하나인 건선 환자에서 혈중 중성지방 및 

LDL-C 농도는 증가하고, HDL-C 농도는 감소한다는 보고(Taheri 
등 2014)는 이러한 혈중 지질대사의 변화가 피부 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피부 산도와 관련해서는 피부 각질세포의 정상적인 분화

와 장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A와 칼

슘 섭취 증가가 피부 산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보고

가 있다(Boelsma 등 2003). 이는 비타민 A와 칼슘 섭취가 견

고한 피부장벽 형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 산도를 개선시킨 것

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피부 산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보고되어 있으나, 특정 식품이나 영

양소가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과 피부 산도와의 상관성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파악

한 개별 식품군과 영양소 섭취량 및 이를 통해 추출한 식사패

턴과 피부 산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혈중 총콜레

스테롤, HDL-C, LDL-C, 중성지방 등의 지질관련 인자들이 

피부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피부 산도에 영향을 주는 식사패턴 및 관련 영양소를 파악하

여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식습관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번호 

KHU IRB 2014-G13)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 서울 및 경

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로 6개
월 이내 타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병력이나 약물복

용 및 치료 경험이 없으며, 피부 질환자가 아닌 건강한 남녀 

48명(남 26명, 여 22명)을 대상으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 
= 체중(kg)/신장(m)2] 30이상이거나(WHO Expert Consultation 
2004) 피부나 혈액에 영향을 주는 약물(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비타민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29일의 기간 동안 흡연 및 음주 여부 

등 일반사항과 식이섭취 조사를 위해 설문하였으며, 신체계

측과 피부상태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신체계측 및 지질 관련 혈액지표 분석
대상자들은 피부 측정 전에 Inbody® 330(Biospac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키, 체중, 체질량지수를 계측하였다. 혈액의 

지질 측정은 D병원 병리과에서 1회 6 mL 혈액을 채취한 후, 
총콜레스테롤, HDL-C, LDL-C 및 중성지방의 농도를 측정하였

다. 각 지질의 농도는 표준적인 비색분석법 시약(colormetric assay 
kit)을 사용하여 plate reader기로 측정하였다.

3. 피부 산도 측정
피부 건강 상태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대상자들은 측정 부

위를 물로 씻고, 항온, 항습 조건(실내온도 22±2℃, 실내습도 

45~55%)에서 약 30분간 안정을 취한 후, 팔 안쪽 부위의 피부 

표면에 pH meter(SKIN-pH-Meter® PH905, C+K electronics, 
Mathias-Brüggen, Germany)를 이용하여 피부 산도를 측정하

였다. 5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대상자의 최종값으로 사용

하였다.

4. 식이섭취조사
일대일 면접을 통한 24시간 회상법으로 평일 중 1일을 조

사하였다. 24시간 회상법 조사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미

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단계적 면접방법인 재회상법(Automated Multiple Pass Method, 
AMPM)(Raper 등 2004)을 추가 사용하였다.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얻어진 식이 섭취 자료들은 영양평가용 프로그램(Com-
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Can Pro, 한국영양학

회) version 4.0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식품군별 섭취량과 영

양소별 섭취량 결과로 정리하였다. 이후, 이 결과들은 다양한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식품군별 섭취량은 요인 분

석을 통해 식사패턴을 추출하는데 이용되었다.

5. 요인 분석
피부 산도와 관련성이 있는 식사패턴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변수, 
즉 섭취한 식품 중 유사한 상관성을 가지는 식품을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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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요인(factor)화 한 후 식사패턴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일차적으로 상관행렬을 이용한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하여 유사한 상관성을 가지는 

식품을 집단으로 묶어 요인을 추출한 후, 식품군들 중 0.4 미
만의 낮은 공통성(communality)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고
유값(eigen value)이 1.2가 넘는 요인을 선택하였다. 그 후 특

정 변수(식품)가 특정 요인(유사한 상관성을 가지는 식품 집

단)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요인 공간을 베리맥

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직각 회전시켜 회전된 성분행

렬(rotated component matrix)을 얻었다.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0.2 이하인 식품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제거하였고, 0.4 이상일 경우 패턴에 주요한 식품으로 평가하

였다. 요인 분석 결과, 구성요소 13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

고, 그 중 고유값(eigen value) 1.2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5가지 식사패턴이 선택되었다(Table 4). 첫 번째 식사패턴

(DP1)은 당류, 어패류, 유지류의 섭취가 높은 패턴, 두 번째 

식사패턴(DP2)은 육류, 우유 및 유제품, 조미료 및 향신료의 

섭취가 높은 패턴, 세 번째 식사패턴(DP3)은 곡류, 감자 및 

전분, 채소류의 섭취가 높은 패턴, 네 번째 패턴(DP4)은 난류, 
해조류의 섭취가 높고, 음료 및 주류의 섭취가 낮은 패턴, 마
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턴(DP5)은 견과류, 과일류의 섭취가 

높고, 음료 및 주류의 섭취가 낮은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식
사패턴의 추출 후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도출하였다. 요인 점수는 각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식사패턴의 합성점수로 상관, 회귀분석 등의 추가 분석에 활

용되었다.

6. 통계 분석
본 실험의 모든 통계 결과는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피부 산도를 삼분위수로 나누어 각 항목들의 차

이를 비교한 분석에서 각 삼분위수 간 남녀 비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구분이나 보

정 없이 분석하였다. 다만, 열량 섭취의 경우 남녀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영양소는 섭취 열량 1,000 kcal당 섭취 값으로 

보정한 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남녀 대상자 및 피부 산도 

삼분위수에 따른 1분위수 집단(T1)과 3분위수 집단(T3) 간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 및 Mann Whitney U 검정(비정규분포 

자료)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흡연, 음주율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으로 추출한 식

이패턴과 피부 산도 및 영양소 섭취와의 상관성은 선형회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피부 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 성별과 나이 및 흡연여부, 열량 섭취를 통제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은 p<0.05(*) 수준

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및 영양소 섭취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2014와 비교

하여 살펴본 결과(Table 1), 신장은 남성 대상자 평균 174.44 
cm, 여성 대상자 평균 158.38 cm로 KNHANES 2014의 한국인 

30대 남성 평균 174.81 cm 및 40대 여성 평균 158.72 cm와 비

슷하였다. 반면, 체중은 남성 대상자 평균 73.98 kg, 여성 대상

자 평균 54.34 kg으로 KNHANES 2014의 한국인 30대 남성 평

균 76.05 kg, 40대 여성 평균 57.95 kg보다 약간씩 낮았다. 또한 

남성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평균은 24.29 kg/m2로 과체중이었

고(KNHANES 2014 한국인 30대 남성 평균 24.85 kg/m2), 여성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평균은 21.67 kg/m2로 정상범위였다

(KNHANES 2014 한국인 40대 여성 평균 23.01 kg/m2). 흡연

율은 남성 38.5%, 여성 0%였고, 음주율은 남성 80.8%, 여성 

50.0%로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유의적인 남녀 차이를 보였다

(p<0.05).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를 보정하지 않은 원상태로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KDRIs, 한국영양학회) 2015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Table 1), 
열량 섭취 평균은 남녀 각각 1,952.14 kcal와 1,601.21 kcal로 

KDRIs 2015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
ments)보다 약 20%씩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 간의 

열량 섭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6). 탄수화물:단
백질:지방의 섭취 비율을 KDRIs 2015 섭취 기준의 에너지 적

정 비율인 55~65:7~20:15~30%와 비교 시 탄수화물은 남녀 각

각 68.5%, 69.5%로 적정 비율보다 섭취 비율이 높았고, 지방

은 남녀 모두 13.3%로 적정비율보다 섭취 비율이 낮았다. 영
양소 섭취를 권장섭취량 혹은 충분섭취량과 비교하였을 때 

남녀 모두에서 단백질과 나트륨, 인의 섭취량은 많은 반면, 칼
슘과 칼륨의 섭취량은 부족하였다. 또한, 철분은 남성에서, 
비타민 A는 여성에서 섭취량이 많았다. 나머지 항목들의 섭

취는 약간 많거나 부족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권장섭취량 혹

은 충분섭취량과 비슷한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2. 피부 산도 측정
대상자들의 피부 산도는 평균 5.99±0.07(mean±SEM)로 5.15

에서 6.88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남자는 평균 6.01±0.09, 여자

는 평균 5.97±0.11로 성별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Fig. 
1). 이와 관련하여 피부 산도가 성별 간 유의적인 차이를 갖

지 않는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보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별 간 피부 산도가 차이를 보인다는 대조적인 결과들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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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1) Subjects
Total

Male Female

Subject 
characteristics

Numbers, n (%) 26(54.2) 22(45.8) 48(100.0)
Age (yrs) 35.62±0.83 41.23±2.21 38.19±1.17

30~39, n (%) 22(84.6) 12(54.5) 34(70.8)
40~49, n (%) 4(15.4) 4(18.2) 8(16.7)
50~59, n (%) 0(0) 6(27.3) 6(12.5)

Height (cm) 174.44±0.97 158.38±1.20***2) 167.08±1.39
Body weight (kg)  73.93±1.47 54.34±1.29***  64.95±1.73
BMI (kg/m2)  24.29±0.41 21.67±0.47***  23.09±0.36
Current smoker, n (%) 10(38.5) 0(0)** 10(20.8)
Current drinker, n (%) 21(80.8) 11(50.0)* 32(66.7)

Skin surface pH 6.01±0.09 5.97±0.11 5.99±0.07

Nutrient 
intakes

Energy, kcal (%) 1,952.14±128.96(81.3)3) 1,601.21± , 89.42*(84.3) 1,791.30± 84.14

Protein, g (%) ,  75.11±  4.81(125.2)  , 60.39± ,  4.10(120.8)  , 68.36±  3.36
Fat (g) ,  55.34±  5.52  , 46.32± ,  3.71  , 51.21±  3.47
Carbohydrate (g) , 284.66± 19.99  ,241.47± , 14.52  ,264.86± 12.97
Fiber, g (%) ,  22.23±  1.43(88.9)  , 21.95± ,  1.60(109.7)  , 22.10±  1.06

Calcium, mg (%) , 529.27± 63.57(66.2)  ,572.13± , 66.48(81.7)  ,548.92± 45.60
Phosphorous, mg (%) 1,089.99± 69.10(155.7)  ,959.88± , 60.52(137.1) 1,030.35± 47.06
Sodium, mg (%) 3,963.70±272.45(264.2) 3,818.95± ,279.65(254.6) 3,897.36±193.68
Potassium, mg (%) 2,769.41±156.50(79.1) 2,610.48± ,172.90(74.6) 2,696.57±115.38
Iron, mg (%) ,  15.38±  0.98(153.8)  , 16.28± ,  1.37(116.3)  , 15.79±  0.81
Vitamin A, ugRE (%) , 791.44± 97.54(105.5) 1,166.37± ,163.17(179.4)  ,963.28± 94.53

β-carotene (ug) 4,053.66±595.66 6,370.25±1,021.64 5,115.43±586.79
Thiamine, mg (%) ,   1.26±  0.09(105.3)  ,  1.06± ,  0.08(96.4)  ,  1.17±  0.06
Riboflavin, mg (%) ,   1.29±  0.11(86.2)  ,  1.36± ,  0.09(113.2)  ,  1.32±  0.07
Niacin, mg (%) ,  16.87±  1.04(105.5)  , 13.31± ,  0.82*(95.1)  , 15.24±  0.72
Vitamin C, mg (%) ,  97.23±  9.90(97.2)  ,108.27± , 12.90(108.3)  ,102.29±  7.93

1) Age, height, body weight, BMI (body mass index) and nutrient intakes are displayed by mean±SEM.
2)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by unpaired t-test or Mann Whitney U test or Pearson Chi-square test for ordinary data. 

*p<0.05, **p<0.01, ***p<0.001
3) Percentage of nutrient intakes compared with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nergy) or adequate intake (fiber, sodium, potassium) or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other nutrients) in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20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고되어 있다(Blank IH 1939; Zlotogorski A 1987; Wilhelm 등 

1991; Ehlers 등 2001; Han 등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30~40대 대상자들의 평균 피부 산도 값은 남녀 각각 6.01과 

5.97로 20대의 대상자에게서 측정한 피부 산도 평균인 4.9(Kim 
& Hong 201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나이에 

따라 피부 산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와 상응했다. 하지

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피부 산도의 차이 유무는 불명확하

여 논쟁의 여지가 많다(Dikstein 등 1984; Wilhelm 등 1991; 

Fluhr 등 2000). 피부 산도는 성별이나 나이뿐 아니라, 개인 

간 유전적 차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및 외부 환경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 피부 산도 삼분위수에 따른 혈중 지질, 식품 섭취 및
영양소 섭취의 차이

피부 산도에 따라 혈액 지표 및 식품과 영양소 섭취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산도 수치를 삼분위수(T1~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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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tter plot of skin surface pH in male and 
female subjects (n=48: men 26, women 22). Skin surface 
pH was measured by skin pH meter.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by Mann-Whitney U test 
(p<0.05).

로 나누어 피부 산도가 낮은 1분위수에 속한 대상자들(T1)과 

산도가 높은 3분위수에 속한 대상자들(T3)의 각 값들을 분석

하였다(Table 2, 3). 일반 사항에 있어서는 음주율만 T1이 T3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2). 피부 산도 삼분위수에 따른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C, LDL-C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는 T1과 T3 간의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혈중 지질 지표는 피부 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품 섭취에서 과일

류의 섭취는 T1이 T3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과일이나 생선을 주로 섭취하는 식사패턴을 가진 집단에서 

피지 분비가 적고 여드름 병변을 가진 인구가 적다는 연구와

(Cordain 등 2002), 채소와 과일 섭취 패턴의 인구보다 육류 

및 지방 섭취 패턴을 가진 인구가 피부암 발생률이 유의적으

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Ibiebele 등 2007). 이는, 과일

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무기질,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제가 

피부 각질세포를 보호하여 피부암 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각질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통해 피부 산도를 조절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

민 C의 경우, 건강한 피부장벽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Ponec 등 1997), 견고한 피부장벽의 유지가 피부 산도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일

의 섭취는 피지 개선 및 피부 세포 보호뿐 아니라, 피부 산도 

개선 등 피부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남녀 간의 열량 섭취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영

양소는 열량 1,000 kcal당 섭취량으로 보정한 후 분석하였다

(Table 3). 그 결과, T1에서 T3보다 오메가 6 지방산, 칼륨, 비

타민 A, 베타카로틴, 리보플라빈,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

적으로 높았다. 반면, 나트륨 섭취량은 T3가 T1보다 유의적

으로 높았다. 피부 산도가 높은 대상자들보다 낮은 피부 산도

를 가진 대상자들에서 비타민 A, C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결과는 비타민 A 섭취량이 100 μg 증가할수록 표면 

산도가 0.001씩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전 보고(Boelsma 등 

2003)와 일치했다. 또한 오메가 6 지방산의 섭취가 피부 산도가 

낮은 대상자들에서 높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리놀레산이 

피부 질환 등을 개선시킨다는 보고(Horrobin DF 2000; Marsh 등 

2000; Cosgrove 등 2007)와 함께 피부 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트륨과 칼륨은 대표적

인 전해질로 체액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전

해질 균형이 피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칼륨의 경우, 칼슘과 함께 피부 장벽의 항상성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이온으로 보고되었는데(Lee 등 1992), 피부 산도가 

낮은 대상자들이 칼륨 섭취를 유의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이

러한 칼륨의 섭취가 피부 장벽을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에 따라 피부 산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저당질 식이 섭취를 이행한 그룹에서 피부 산도에 관여하

는 지방산의 분비가 대조그룹에 비해 높다는 사전 연구와 관

련(Smith 등 2008)하며 본 연구에서도 피부 산도가 낮은 T1이 

T3에 비해 당류 섭취가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사전연구가 대조군을 포함한 중계연구인 반면, 본 연구

는 단순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당질 식이가 피부 산도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히 도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연구에서는 한 가지 식품이나 영양소의 보충이 아

닌 전체적인 저당질 식단을 통한 피부상태의 개선이었기 때

문에, 단순 식품과의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식사패턴을 통한 

분석이 더 적절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식사패턴을 

통해 건강 및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Kant AK 2004). 본 연구에서도 피부 산도와 

식습관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을 추출하여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식사패턴 5의피부산도, 식품섭취및영양소섭취와
의 상관성

대상자들의 식사패턴에 따른 피부 산도와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Table 4), DP5는 교란변수를 통

제하지 않았을 때(p=0.013)와 성별과 나이만을 통제했을 때

(p=0.048) 피부 산도와 유의적으로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는

데, 이는 다섯 번째 식사패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피부 

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견과류와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

고, 음료 및 주류를 적게 섭취하는 식사패턴이 피부 산도를 

낮게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란변수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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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intakes1) Tertile of skin pH2)

p-value3)

T1 (5.15~5.68) T2 (5.71~6.24) T3 (6.26~6.88)
Energy (kcal) 1,745.53±114.04 1,773.98±178.86 1,854.38±145.37 0.560
Protein (g)   ,37.95±  1.63   ,39.84±  2.50   ,37.82±  1.55 0.956
Fat (g)   ,28.83±  1.69   ,26.69±  2.23   ,28.94±  1.58 0.961
Omega 3 fatty acid (g)    ,0.58±  0.12    ,0.67±  0.13    ,0.42±  0.13 0.160
Omega 6 fatty acid (g)    ,5.16±  0.55    ,4.41±  0.56    ,3.43±  0.45 0.021*

Carbohydrate (g)  ,150.72±  5.06  ,152.07±  7.44  ,145.37±  4.84 0.451

Table 3. Differences of nutrient intakes by tertile of skin pH

Parameters1) Tertile of skin pH2)

p-value3)

T1 (5.15~5.68) T2 (5.71~6.24) T3 (6.26~6.88)

Subject 
characteristics

Number, n (%) 16(33.3) 16(33.3) 16(33.3)
Male, n (%)  8(50.0)  9(56.3)  9(56.3) 0.723
Female, n (%)  8(50.0)  7(43.8)  7(43.8)

Age 38.75±1.87 40.88±2.44 34.94±1.49 0.097
BMI 22.85±0.75 23.23±0.64 23.19±0.48 0.709

Current smoker, n (%) 3(18.8)  4(25.0)  3(18.8) 1.000
Current drinker, n (%) 8(50.0) 10(62.5) 14(87.5) 0.022*

Blood lipids 
(mg/dL)

Cholesterol (160~240)4) 186.44±7.11 202.75±10.71 191.13± 8.98 0.685
HDL-C (>40)  57.69±2.83  59.31± 3.08  61.56± 4.66 0.483
LDL-C (<130) 110.50±6.11 123.56± 8.47 109.69± 7.16 0.932
Triacylglycerol (<150)  99.00±8.81 108.06±14.58  87.63±13.34 0.175

Food groups 
(kcal)

Cereals 823.64±93.01 813.96±121.91 1,048.29±125.43 0.080
Potato and starch  16.49± 5.68  27.09± 10.70 ,  27.54±  9.22 0.516
Saccharides  43.56±10.81  42.38± 14.53 ,  56.37± 17.82 0.734
Seeds nuts  47.12±17.16  30.99± 11.17 ,  13.86±  6.15 0.231
Vegetables  79.82± 9.71  69.28±  7.61 ,  75.59±  9.44 0.757
Fruits 133.42±25.19 119.47± 36.70 ,  49.06± 16.45 0.017*

Meats 191.68±44.28 165.81± 42.62 , 178.41± 42.64 0.895
Eggs  42.89±17.13  21.35±  6.53 ,  34.61±  9.79 0.832
Fish and shellfish  64.50±21.91 103.01± 22.76 ,  67.92± 17.12 0.763
Seaweeds   7.53± 2.32   3.18±  1.62 ,   5.56±  3.17 0.333
Dairy products  88.76±27.78 124.42± 42.10 ,  62.25± 18.38 0.490
Fat and oils  92.84±19.47  80.69± 11.37 ,  78.88± 14.43 0.678

Beverage and alcohol  27.68±12.96  45.24± 25.44 ,  65.40± 28.71 0.650
Condiments  51.98±11.35  60.94± 17.59 ,  37.85±  5.83 0.752

1) BMI; body mass index,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2) Value of skin surface pH divided into tertile and 16 subjects in each tertile, respectively (T1; first tertile, T2; second tertile, T3; third 

tertile). Age, BMI, blood lipids and food groups are displayed by mean±SEM. Food intakes were collected by the 24 hour recall and 
analyzed using the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4.0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South Korea).

3) Comparison between T1 and T3 by unpaired t-test or Mann-Whitney U test in absence of normal distribution or Pearson chi-square test 
for ordinary data. *p<0.05

4) Valu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normal range of lipids in bloods.

Table 2.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blood lipids and food intakes by tertile of skin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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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intakes1) Tertile of skin pH2)

p-value3)

T1 (5.15~5.68) T2 (5.71~6.24) T3 (6.26~6.88)
Fiber (g)   ,13.99±  1.50 ,  12.93±  , 1.15  , 12.11±  0.83 0.590
Calcium (mg)  ,386.06± 58.56  ,302.50±  ,33.09 , 249.67± 21.89 0.051
Phosphorous (mg)  ,591.75± 31.13  ,608.96±  ,37.97  ,561.26± 23.01 0.437
Sodium (mg) 2,115.84±152.15 2,101.10± ,186.95 2,510.31±118.46 0.050*

Potassium (mg) 1,656.33±121.47 1,710.10± ,117.54 1,343.99± 76.04 0.037*

Iron (mg)    ,9.41±  0.59   ,10.30±  , 1.34   , 8.12±  0.45 0.092
Vitamin A (μgRE)  ,804.21±156.52  ,703.93± ,180.21  ,375.72± 62.05 0.007**

β-carotene (μg) 4,447.21±968.10 3,862.09±1,105.77 1,869.13±352.22 0.004**

Thiamine (mg)   , 0.72±  0.04   , 0.62±  , 0.04    ,0.64±  0.05 0.162
Riboflavin (mg)    ,0.97±  0.11    ,0.76±   ,0.09    ,0.69±  0.12 0.001**

Niacin (mg)    ,8.74±  0.46    ,9.13±   ,0.54    ,8.14±  0.44 0.354

Vitamin C (mg)  , 82.77± 12.86   ,54.81±   ,6.35   ,46.62±  5.83 0.018*

1) Energy is displayed as daily intake and other nutrients are adjusted as intakes per 1,000 kcal of energy.
2) Value of skin surface pH divided into tertile and 16 subjects in each tertile, respectively (T1; first tertile, T2; second tertile, T3; third 

tertile). Data are displayed by mean±SEM. Nutrient intakes were collected by the 24 hour recall and analyzed using the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4.0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South Korea)

3) Comparison between T1 and T3 by unpaired t-test or Mann-Whitney U test in absence of normal distribution. *p<0.05, **p<0.01.

Table 3. Continued

Dietary pattern1)

DP1 DP2 DP3 DP4 DP5

Food groups

Cereals －0.20 - －0.64 - －0.23
Potato and starch - - －0.67 - -
Saccharides －0.77 - - - -
Seeds nuts - －0.21 - - －0.72
Vegetables - - －0.67 - -

Fruits - - －0.31 －0.22 －0.64
Meats －0.23 －0.42 －0.29 - －0.29
Eggs - - - －0.76 －0.21
Fish and shellfish －0.77 - - －0.25 -
Seaweeds －0.26 - －0.25 －0.69 -
Dairy products - －0.74 - －0.37 -

Fat and oils －0.59 －0.42 －0.36 - －0.26
Beverage and alcohol - - - －0.55 －0.56
Condiments - －0.85 - - -

Linear regression 
with skin pH

β-coefficient －0.01 －0.15 －0.03 －0.02 －0.36

p-value －0.962 －0.320 －0.847 －0.917 －0.013*2)

Linear regression 
with skin pH controlling 

gender and age

β-coefficient －0.08 －0.19 －0.05 －0.03 －0.31

p-value －0.584 －0.206 －0.730 －0.849 －0.048*

Table 4. Dietary patterns and linear regression with skin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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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pattern1)

DP1 DP2 DP3 DP4 DP5

Linear regression with skin pH
controlling gender, age, 

smoking and energy intake2)

β-coefficient －0.08 －0.26 －0.10 －0.01 －0.30

p-value －0.621 －0.135 －0.555 －0.961 －0.073
1) Dietary patterns (DP) were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DP1 was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saccharides, fish and shellfish and 

fat and oils. DP2 was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meats, dairy products, fat and oils and condiments. DP3 was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cereals, photo and starch and vegetables. DP4 was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eggs and seaweeds and a low intake 
of beverage and alcohol. DP5 was characterized by a high intake of seeds nuts and fruits and a low intake of beverage and alcohol. 
Values are rotated loading matrix. Only |values|>0.20 are listed for simplicity. |Values|>0.40 are underlined.

2) Linear regression of dietary pattern with skin pH, *p<0.05

Table 4. Continued

Nutrient intakes β-coefficient p-value
Protein (g) －0.04 －0.805
Fat (g) －0.05 －0.741
Carbohydrate (g) －0.31 －0.048*2)

Fiber (g) －0.57 －0.000***

Calcium (mg) －0.26 －0.055
Phosphorous (mg) －0.23 －0.123
Sodium (mg) －0.28 －0.046*

Potassium (mg) －0.58 －0.000***

Iron (mg) －0.47 －0.003**

Vitamin A (μgRE) －0.48 －0.002**

β-carotene (μg) －0.50 －0.001**

Thiamine (mg) －0.36 －0.007**

Riboflavin (mg) －0.30 －0.046*

Niacin (mg) －0.07 －0.641
Vitamin C (mg) －0.51 －0.000***

1) Linear regression of dietary pattern (DP) 5 with nutrient intakes 
was adjusted for gender, age, smoking, and energy intake.

2) *p<0.05, **p<0.01, ***p<0.001

Table 5. Linear regression of DP5 with nutrient intakes1)

연 여부 및 섭취 열량까지 통제하였을 때는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p=0.073).
다음으로, DP5 식사패턴과 영양소 간의 관계를 선형회귀분

석을 통해 성별과 나이 및 흡연 여부, 섭취 열량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Table 5), DP5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륨, 철분,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와 유의

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DP5의 형태를 가진 식사

패턴이 이 영양소들의 섭취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의미

로, DP5 식사패턴 증가와 피부 산도 감소 사이에는 이 영양소

들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칼륨, 비타민 A, 베
타카로틴, 리보플라빈, 비타민 C의 경우, 앞에서 피부 산도 삼

분위수에 따른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로 여겨진다. 반
면 DP5는 나트륨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피부 산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식사

패턴을 확인한 결과, 견과류 및 과일류의 식품 섭취를 많이 

하는 식사패턴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식이섬유 및 비타민

의 섭취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과일의 경우, 앞의 피

부 산도 삼분위수 분석에서도 피부 산도가 낮은 그룹에서 섭

취가 유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피부 산도를 개선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사료된다. 이는 채소나 과일섭취

로 얻어지는 항산화 비타민이 피지샘의 활동을 줄이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며, 피부질환이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보고(Zouboulis 등 1991; Saurat JH 1998)와 함께 피부 산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식품 및 영양소라고 사료된

다. 피부 산도는 광노화 즉,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도 상승하

는데 오메가 3 지방산 및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가 UV로 인

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한다는 연구(Eberlein-Konig 등 1998; 
Morganti 등 2004; Heinrich 등 2006)는 견과류 및 과일류의 섭

취가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피부 산도의 상승을 예

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류 및 

음료 섭취가 피부 산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음주가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mith & Fenske 2000)가 이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

나 물과 음료의 섭취가 피부 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Eberlein-Konig 등 1998; Kim & Hong 2015) 등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료 및 주류가 피부 산도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견과류나 과일 섭취는 피부 산도를 낮게 유

지시키고, 주류나 음료 섭취는 피부 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한 식사패턴과 그를 통해 섭취되는 영양소들

은 피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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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
를 통해 개인의 식습관 및 영양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피부 

산도 및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0~59세의 건강한 남녀 48명에서 팔 안쪽 부

위의 피부 산도 측정 및 24시간 회상법 분석을 통해 피부 산

도와 식품 섭취 및 영양소 섭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피부 산도에 긍정적인 식사패턴을 파악하

였다. 피부 산도 삼분위에서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

룹에 비해 과일류의 식품 섭취(p=0.017)와 오메가 6 지방산(p= 
0.021), 칼륨(p=0.037), 비타민 A(p=0.007), 베타카로틴(p= 
0.004), 리보플라빈(p=0.001), 비타민 C(p=0.018)의 영양소 섭

취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나트륨의 섭취(p=0.049)는 유의적으

로 낮았다. 교란변수 중 성별과 나이를 보정한 상태에서 견과

류 및 과일류의 섭취 증가와 음료 및 주류의 섭취 감소는 낮

은 피부 산도를 유지하는 것과 상관성이 큰 식사패턴으로 파

악되었으며(β=-0.31, p=0.048), 이는 탄수화물(β=0.31, p=0.048), 
식이섬유(β=0.57, p<0.001), 칼륨(β=0.58, p<0.001), 철분(β
=0.47, p=0.003), 비타민 A(β=0.48, p=0.002), 베타카로틴(β
=0.50, p=0.001), 티아민(β=0.36, p=0.007), 리보플라빈(β=0.30, 
p=0.046), 비타민 C(β=0.51, p<0.001) 영양소 섭취와 정의 상

관성을, 나트륨 섭취(β=－0.28, p=0.046)와 음의 상관성을 나

타냈다. 이 결과들은 특정 식사패턴과 영양소가 피부 산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양소 섭취 및 식사패턴 분

석은 피부 건강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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