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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피부를 탄력있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분량에 의해 좌우된다. 피부 수분량은 

냉온풍, 건조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 알려져 있으나, 개인 피부 차이에 따른 피부 

수분량 변화와 회복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풍 조건하에서 

피시험자들의 피부 수분 탈락 및 회복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새로운 피부 타입을 제시하고, 온풍 조건에서 

저하되는 피부 수분량을 개선 시켜주는 효능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온풍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피험자 

(남: 10 명, 여: 39 명, 25 세 - 63 세)의 전완부에 온풍(30 cm, 40 ℃, 6 m/s)을 30 min 간 피부에 노출 

시켜, 피부 수분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26명(남: 4 명, 여: 22 명, 평균 연령: 42.7 ± 9.4)이 온풍 노출 

전에 비하여 온풍 노출 후 수분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노출 후 30 min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온풍 

노출 후 수분량이 떨어지는 피험자(여: 10 명)를 대상으로 보수력이 높은 크림을 3 주간 전완부에 적용한 

이후 동일 온풍 조건하에서 피부 수분량을 측정한 결과, 노출 30 min 후 피부 수분량이 온풍 노출 전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부는 건조 조건에서 쉽게 수분을 잃어버리는 피부(탈수형 피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화장품 개발을 보습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피부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피부(탈수형 피부)의 특성에 맞는 제품의 효능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Elasticity and softness of the skin depend on the level of moisture present in the stratum corneum, which 

is known to be affected by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ld and hot winds and dry environments.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hanges in skin moisture and the degree of recovery due to individual skin 

differences.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arm air heating on skin hydration levels and 

develop moisturizing formulas to improve lowered skin hydration levels. In order to deliver warm air heating condition, 

heating dryer (40 ℃, 6 m/s, 30 cm apart from forearm) was applied into inner forearm of healthy subjects (male: 

10, female: 39, age: 25 - 63) Among 49 subjects, 26 subjects showed significantly lowered skin hydration levels until 

30 min after warm air heating exposure (lowered group). In addition, moisturizing cream with high water holding capacity 

was applied to forearm of 10 subjects in lowered group for 3 weeks and skin hydration levels after warm air heating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t the levels of before application of warm air heating. From this study, we fou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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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re is a skin type that skin hydration level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under warm air heating condition (dehydrated 

skin) and this dehydrated skin can be improved by moisturizing formulas with high water holding capacity.

Keywords: skin, hydration, heating, water holding capacity

1. 서  론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하얀 인설 등

이 보이게 되며, 가벼운 가려움도 동반하게 된다[1,2]. 각질

층 수분함량에 따라 피부는 건조 증상이 발생되며 피부장

벽기능 이상도 발생 한다[3,4]. 일반적으로 각질층은 약 

30%정도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피부의 경우

엔 약 10% 미만의 수분을 함유하게 된다[4]. 각질층의 구

조는 수분이 피부에 유입되거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중요

한 작용을 하며 장벽구조, 수분함량, 결합수, 자연보습인자

(natural moisturizing factors, NMF)에 따라 외부환경에 의한 

수분 박탈 정도가 달라지게된다[5-8].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차이를 각질층에서 수분을 붙잡는 방식을 파악하여 연

구하였다.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분은 그 상태에 따라 3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질층에 존재하는 케라틴, 자연

보습인자 등에 결합하여 있는 1차 결합수(primary bound 

water)와 일차 결합수와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부분 결

합수(partially bound water), 수소결합을 가지지 않고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수(unbound water)로 분류할 수 

있다[9]. 일차 결합수는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의 극성 부분에 단단히 결합한 상태이므로 상대습

도(relative humidity), 즉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다[9].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각질층의 깊이에 따

라 케라틴 단백질의 이차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질

층이 깊어질수록 케라틴 단백질은 병풍구조(β-sheet)로 존

재하며, 각질층의 깊이가 얕을수록 케라틴 단백질은 나선

구조(α-helix)로 존재한다. 병풍구조의 케라틴은 수분과 수

소결합(hydrogen bonding)을 할 수 있는 친수성기가 표면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의 수분을 쉽게 붙잡을 수 있지

만, 나선구조의 케라틴은 상대적으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

는 친수성기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분과의 

결합력이 떨어지게 된다[10]. 그러나 피부 각질층에 존재

하는 자연보습인자는 각질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함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각질층의 최외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자연보습인자는 수분과 효율적

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질층의 최외각 부분의 수분

이 1차 결합수 또는 부분 결합수 상태로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최근 에어컨과 

히터 사용의 증가로 냉 온풍 조건 즉 가혹한 건조조건에 

피부가 많이 노출 된다. 가혹조건에서 피부 변화를 확인한 

종전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과 히터에 90 min 이상 노출 

시 피부 각질층의 수분이 감소하였고 건조한 환경(상대 습

도 10% 이하)에서도 수분의 감소가 보였으며 피부결 거칠

기의 증가도 관찰되었다[11]. 또한 피부 온도가 1 ℃ 증가 

시, 경피에서 손실되는 수분 손실량이 10% 증가함도 보고

된 바 있다[12]. 이렇듯 건조조건에서는 피부는 변화한다. 

하지만 잠깐의 히터, 에어컨 사용에도 쉽게 건조함을 느끼

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시간 노출되어도 건조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13]. 즉,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

해 피부 수분이 급격히 변화 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지

만, 개인 피부에 따른 환경 변화에 의한 피부 수분 변화와 

회복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풍 조건 따른 피시험자들의 

수분 탈락 및 회복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새로운 피부 타

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온풍 조건하의 피부 수분

량이 저하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1차 결합수 및 부분 결

합수의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일 수 있는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WHC)이 높은 성분을 적용한 화장료 조성

물을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부 수분량의 개선 여부를 

확인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온풍조건에서의 피부 수분 변화에 따른 피부 타입 분류

2.1.1. 시험대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25 세 ∼ 58 세의 49 명의 피험자

(남: 10 명, 여: 39 명, 25 ~ 63 세)로, 피부 홍반, 가려움 등

을 동반하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가진 피험자를 대상으로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은 기관윤리위원회

(IRB) 심의를 거쳤으며(No. 2017-PB-0001) 모든 데이터 수

집은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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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시험 

부위를 세정 한 다음에 항온항습실 (22 ± 2 ℃, 50 ± 5%)

에서 20 min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시험에 참여하였다. 

2.1.2. 온풍환경 조성 조건

온풍환경은 50 W 모터드라이기(APHD 2051, APLUSENC, 

Korea)를 이용하여 피험자 전완부를 모터드라이기로부터 

30 cm 떨어진 위치에 고정시킨 후 노출풍속 6.0 m/s 온풍

에서 30 min 동안 노출시켰다. 온풍환경에 노출되는 동안 

피부 최고 온도가 40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유지시켰다.

2.1.3. 피부 측정

온풍환경 노출 전, 30 min 노출 직후, 10 min, 20 min, 30 

min 후 각질층 내 수분함량을 corneometer CM825 (Courage+ 

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매 시점마다 시험 부위의 수분량을 각각 3 회 반복하여 평가 

하였다. 온풍 조건에 따른 피부 수분 저하률은 (시점별 측정값 

- 온풍 노출 전 측정값) / 온풍 노출전 측정값 x 100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각 피시험자간의 피부 특성을 비교 평가 하기 

위해, 온풍 노출 전의 경피수분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을 Tewameter (Courage + Khazaka Electronic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수분 저하형 피부 타입 에서 보습 크림 사용에 따른 

피부 수분 회복력 평가 

2.2.1. 시험1: 대표 보습 화장품 제품 적용에 따른 

피부 수분 회복력 평가

온풍 노출 시 피부 수분이 저하되는 수분 저하형 피부 

타입 피험자 중 남녀 구분 없이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할 

의향이 있는 피험자를 선별하여 여성 16 명(40 ~ 63 세)을 

대상으로, A 제품 : 글리세린 12%, B 제품 : water bursting 

효과 폴리머 매트릭스, C제품: 지질 액정 구조체)를 피험

자 전완부에 3 주 동안 도포 하여 온풍 환경 노출 전, 30 

min 노출 직후, 10 min, 20 min, 30 min 후 시점마다 수분

량을 측정하여 피부 수분량 회복 정도를 평가하였다.

2.2.2. 시험2: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WHC)이 

높은 제형 설계 및 피부 수분 회복력 평가

2.2.2.1. 제품 수분 활성도 측정

보수력이 높은 제품을 설계하기 위하여, 각 제형의 수분 

활성도(water activity, aw)를 Aqua Lab Pre (Meter Group,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분 활성도는 수분 가용성

을 의미하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용액의 수증기

압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P: 용액 수증기압, P0: 순수한 

물 수증기압, aw는 0 에서 1 사이로 표시되며 수분 가용성

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수분 활성도는 소량의 

샘플을 밀폐된 용기에 넣고 측정하며, 샘플 및 샘플 컵, 센

서 자체의 온도가 원하는 온도(25 ℃)와 같아질 때까지 기

다렸다가 수증기압을 측정하였다. 대조 크림, WHC 효능 

물질 (Trehalose 2%/ Sorbitol 1%/ Sodium PCA 0.25%/ 

Propanediol 7%)을 적용한 젤 크림 2 개 시료에 대하여 aw

를 측정하였다. 

2.2.2.2. 보수력(WHC)이 높은 크림 도포에 따른 피부 

수분 회복력 평가

온풍 노출에 의하여 피부 수분이 저하되는 수분 저하형 

그룹의 피험자 여성 10 명 (25 ~ 57 세)을 대상으로, WHC 

효능물질 적용 크림을 3 주간 전완부에 도포 하여, 온풍 환

경 노출 전, 직후, 10 min, 20 min, 30 min 후 시점마다 수

분량을 측정하여 피부 수분량의 회복 정도를 평가 하였다. 

2.3.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값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법을 이용하여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온풍조건에서 수분 탈락 정도에 따른 피부 분류

온풍 조건 적용 전에 대비, 적용 30 min 후까지 피부 수

분 수치가 유의적으로 떨어지는 피험자가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분 저하형 피부와 수분 유지형 피

부로 분류하였다. 즉, 온풍 노출전 과 노출 30 min 후 간의 

피부 수분량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피시험자는 수분 유

지형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피시험자는 수분 저하형

으로 각각 분류하였다(Figure 1A). 수분 저하형 피부는 26 

명(남: 4 명, 여: 22 명, 평균 연령: 42.7 ± 9 .4) 수분 유지

형 피부는 23 명(남: 6 명, 여: 17 명, 평균연령: 42.2 ± 

11.1)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두 그룹간의 온풍 적용에 따

른 피부 수분 저하율을 비교한 결과, 수분 저하형 그룹은 

수분 유지형 그룹에 비하여 온풍 노출 30 min 후까지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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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Figure 1B). 두 그룹간의 피부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그룹의 온풍 노출 전의 

피부 수분량, TEWL 수치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피

부 수분량, TEWL 수치 모두 수분 저하형과 수분 유지형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ure 2). 따라서 수

분 저하형으로 분류된 피험자들은 단순히 건조한 피부이

기 보다는, 동일 온풍 조건하에서 피부 수분이 쉽게 방출

되며 회복이 느린 피부형이며 이러한 피부형을 탈수형 피

부(dehydrated skin)로 제시 하고자 한다.

3.2. 수분 저하형 피부에 대한 보습 화장품 제품 적용

수분 저하형 피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보습

과 관련하여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제형기술을 처방한 제품 

3 가지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A제품: 보수력이 높은 글

리세린 12% 함유, B제품: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인 

water bursting 효과 폴리머 매트릭스, C제품: 피부 외각층 

묘사체인 지질 액정 구조체의 기술을 적용한 각각의 제품

을 수분 저하형 피부로 분류된 16 명의 피시험자에게 3 주

간 피부에 적용하였고 이후 동일한 온풍 조건하에, 피부 

수분 수치 변화를 비교 평가 하였다. 그 결과 무도포 부위

는 온풍 노출 30 min 후까지 피부 수분 수치가 유의하게 

저하되는 반면, A제품은 온풍 노출 20 min 후, B제품은 온

풍 노출 30 min 후, C제품은 온풍 노출 30 min 후에 온풍 

노출 전 수분 수치 정도로 회복 되었다(Figure 3A - D).

3.3. 수분 저하형 피부에서 보수력(WHC) 효과가 높은 

제형 설계 및 인체효능효과

3 가지 제품 중 보수력이 높은 A제품에서 수분 저하형 

피부의 수분 회복이 가장 빠르게(온풍 노출 20 min 후) 관

찰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력이 좋은 제품이 수분 저하

Figure 1. Time-course fluctuation of skin hydration level under warm air heating condition (N = 49). The rates of decreased skin 

hydration levels were compared between lowered group and non lowered group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1). 

Figure 2. The comparisons of skin hydration (A) and TEWL (B) levels between non lowered group and lowered group before 

application of warm air heating (N = 20/grou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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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피부 회복에 효과적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분 저하

형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결합수 및 부분 결

합수의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수력(WHC)이 

높은 성분을 적용한 화장료 조성물을 설계하였다. 수분 젤 

크림 제형에 보수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Trehalose, 

Sorbitol, Sodium PCA, Propanediol를 적용하여 수분 활성도 

(aw)를 측정한 결과, WHC (Trehalose 2%/ Sorbitol 1%/ 

Sodium PCA 0.25%/ Propanediol 7%)을 포함한 제형이 대조

군 대비 aw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어, WHC 효능성분을 

포함한 크림, 대조크림에 비하여 보수력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Figure 4). 측정된 aw 값을 바탕으로 WHC 효능 

성분을 포함한 제형이 수분 저하형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실제 수분 저하형으로 분류된 피시험자 

전완부에 3 주간 제품을 도포하여, 온풍 적용 후 수분 수

치 변화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무도포 부위는 온풍 노출 

30 min 후까지 피부 수분 수치가 유의하게 저하되는 반면, 

Figure 3. Time-course fluctuation of skin hydration level under warm air heating condition after application of moisturizing cream 

for 3 weeks (N = 16).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5, **

p < 0.01)

Figure 5. Time-course fluctuation of skin hydration levels 

under warm air heating condition after application of WHC 

cream for 3 weeks (N = 1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5, **

p < 0.01)

Figure 4. Analysis of water activity (aw) in three moisturizing 

cream (control cream, control cream + WHC active 

ingredients (A crea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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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품을 적용한 부위는 온풍 노출 20 min 후에, 노출 

전 수분 수치 정도로 회복 되었다(Figure 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조 유발 조건(온풍 환경)에서 피부 수

분이 유의적으로 저하되며 회복이 느린 피부가 존재함을 

확인 하였다. 온풍 노출 전의 피부 수분량, TEWL 수치에

서 그룹 간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건

조한 피부가 아니라, 건조 유발조건에서 쉽게 수분이 탈락

되는 피부 타입(탈수형 피부)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건조 유발 온풍 조건에서, 탈수형 피부는 

53%정도 비율로 분류가 되었으며 이는 2 명당 1 명꼴로 

건조 유발 환경에 민감한 피부를 지닌 것으로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단순히 건조 피부를 위한 보습 제품 개

발뿐만 아니라, 건조 환경에서 쉽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

수형 피부를 위한 제품 개발 또한 필요함이 시사된다. 실

제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결과, 보습 제품들 중에서도 보

수력이 높은 효능 성분을 많이 함유된 제품이 탈수형 피부

의 저하된 피부 수분량 회복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피부

의 자연보습인자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보수력이 높은 

효능 성분이 건조 유발 환경에서 수분 탈락을 방어 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향후 건조 유발형 피부인 사람들에게 보

수력이 높은 효능 성분을 적용하였을 때, 실제 피부 각질

층 최외각 부분의 자연보습인자 함량 변화를 분석해 본다

면 보수력이 높은 효능 성분이 탈수형 피부의 저하되는 피

부 수분량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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