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207-216, May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07 -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207

JCCT 2021-5-24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에 따른 피부상태와의 상관성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for Skin Condition Related with Physiological 
Phenomenon

이준철*

Jun-Cheol, Lee*

요 약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내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31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단순무작위추출(simple

landom sampling)하여 설문지조사 방법에 의해 자기 기록식으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의 유

형을 세안 후 30분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뺨부위를 검진법을 통하여 체크하여 지성, 중성, 건성, 지루성으

로 구분하여 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각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X²-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PC/SAS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상태에서 연령, 직장 및 결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p<0.01). 연령이 많을수록 건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직장여성과 기혼여성일 경우 건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과 일반적인 특성 및 생리적 현상과의 관련성에서 여드름이 나는 부위와 배변횟

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 X²-검정의 값은 42.961(P<0.01), 7.345(P<0.05)였다. 피부트러블반

응과 여드름 나는 시기와의 사이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1).

주요어 : 피부 상태, 생리 현상, 여성, X² 검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15 women in their 20s and 40s living in Changwo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recorded in a self-recorded format using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In this study, the skin 
type according to the skin condition was not applied for 30 minutes after washing and checking the cheek area 
through the examination method to distinguish it by intelligence, neutral, dryness and boredom to see the 
interaction with each condition. The X2-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evance between each factor and 
the data processing was done using PC/SAS. We reached at following conclusions. We can find some 
connections between skin condition and age, job, marriage by statistics(p<0.01). Each value of X2-TEST was 
42.961(p<0.001) and 7.345(p<0.05). The pimples are shown after stress on cheek, chin and around neck easily. 
We also find some connections between skin trouble reaction and the beginning of pimple shown tim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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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피부(skin, Tntegument)는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인체 최대의 기관으로써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신체의 작용을 주위의 변화에 순응시키는 역

할을 한다. 피부는 또한 항상 신체 내부의 작용과 연결

되어 있어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1]. 이

러한 피부의 주요 기능에는 보호 · 각화작용, 체온조절

· 호흡작용, 감각 · 표현작용, 분비 · 배설작용, 비타민

D 형성 작용, 재생 및 면역 작용 등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부 세포의 왕성한 활동은 피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적

요인 즉 간, 콩팥, 위장 등의 장기나 내분비 계통에 문

제가 없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3].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의 세층으로

구성되는데, 표피는 가장 표면층으로 4개의 층인 종자

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4] [5].

종자층은 세포 분열이 가능하므로 표피를 신생, 증

식 시켜준다. 과립층은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으

며 시일이 지나면 외측으로 죽어서 탈락하여 피부의

중요 방어대 역할을 한다. 투명층은 핵, 세포, 소기관,

세포막이 없으며 투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손바닥, 발

바닥, 같이 두꺼운 피부에 잘 발달되어있다. 각질층은

핵과 세포, 소기관들이 없는 각질판으로 이루어져 있

어 외부 방어 역할의 주요인이 된다 [4] [5].

진피는 표피를 지탱하는 결합조직층으로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두층은 소성 결합조직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 림프선, 수많은 감각 수용기

를 가지고 있고 표피에 영양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

다. 망상층은 단단하고 불규칙한 결합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는 층으로 수많은 교원섬유와 탄력섬유가 엉켜있

다. 피하지방층은 지방성 결합조직의 두꺼운 층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지방조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개인의 건강상

태에 따라 두께가 변화하므로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지

침이 되기도 하는 층이다(김해남 등, 2014). 이처럼 피

부는 여러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적 · 외

적 요인에 따라 영양을 많이 받게 되며, 따라서 그 상

태가 변화한다 [6].

따라서 본 연구는 내적 · 외적 요인이 피부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혈액순환과 위장기능을 증진 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부교감신경과 스트레스나 인체에 유

해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부교감신경과는 길

항관계에 있는 부교감신경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

다. 즉 두 계통의 자율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작용이 실

제로 피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내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을 단순무작위추출(simple landom sampling)하여 설문

지조사 방법에 의해 자기 기록식으로 기록하고, 직접

수거 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자 315명 중 300명(95.5%)

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내 · 외적 요

인들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연령,

직장의 유무, 결혼여부, 음주에 관한 사항, 흡연에 관한

사항), 식습관에 관한사항, 기호성에 관한 사항(좋아하

는 음식, 우유 섭취량/일, 커피 섭취량/일, 비타민제제

복용사항, 선호하는 음식의 맛), 각 개인의 피부관리에

대한 사항(피부의 자가진단, 세안횟수/일, 세안방법, 마

사지와 화장횟수) 및 생리적 현상(여드름과 관련된 사

항, 생리와 관련된 사항, 식습관에 관한 사항, 기호에

관한 사항, 각 개인의 피부관리에 관한 사항, 생리적

현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총 24문항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는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의 유형을 세안 후

30분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뺨부위를 검진

법을 통하여 체크하여 피지와 수분이 많은 피부를 지

성, 피지는 알맞고 수분이 많은 피부를 중성, 피지와

수분 모두가 부족한 피부를 건성, 그리고 피지는 많은

데 수분이 부족한 피부를 지루성 이라고 구분하여 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2.3. 분석방법

분석방법에서 일반적 특성, 기호성, 피부관리 등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특성과 피부상태, 식습관과 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207-216, May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09 -

부상태, 기호성과 피부상태, 피부관리 습관과 피부상태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X²-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PC/SAS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개인력은 연령층, 직업유 · 무, 결혼여부, 음주 및

흡연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으로서 연령범

위는 20-29세 59.3%, 30-39세 18%, 40-49세 22.6%이

었다. 직장의 유 · 무는 직장을 가진 여성 142(47.3%),

무직여성 158(52.6%)으로 무직여성이 조금 많았다. 결

혼여부는 문항에서는 기혼여성 140(46.6%), 미혼여성

160(53.3%)였다. 음주사항에서의 마시지 않는 경우

55%, 마시는 경우가 45%였고, 흡연사항에서는 피우지

않는 경우 88.3%, 피우는 경우 11.6%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연구대상자의 생리적 현상에 관한 특성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들은 배변, 생리주기, 스트레

스등에 의한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연

구대상자의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배변횟수에서는 하루에 한 번 42.6%,2-3일에 한

번 51%, 일주일에 한 번 4.6%였고, 각 개인이 인지하

는 변비는 변비증상이 없는 경우 50.6%로 가장 크게

나타나 배변횟수가 하루에 한 번 426%, 2-3일에 한 번

51%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변비가 있을 경우 생리 전 · 후성 변비 13.3%, 스

트레스성 변비 21%, 심각한 변비증상은 15.6%로 나타

났다. 여드름의 시작시기에 대한 사항은 여드름이 아

직 없는 경우 17%, 초등학교 시절 8.6%,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작된 경우 67.3%, 대학이후 7%였다. 여드름

이 나는 부위는 뺨•턱•목이 32%로 가장 높았고,

T-zone부위인 이마•콧등은 28.3%, 얼굴전체가 18.3%,

등부위가 3.1%였다.

생리주기는 불규칙한 경우 31.6%, 대체로 일정한

경우 18.3%, 규칙적인 경우 50%였다. 스트레스 후 피

부반응은 전혀 무관한 경우 40.6%, 가끔 반응이 나타

나는 경우 50%, 필히 반응을 보이는 경우 9.3%로서 스

트레스가 피부반응을 일으킬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생리적 특성
Table 2.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상태

연구대상자의 자가측정법에 의해 판단되어진 피부

상태를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일반특성

중 연령(P<0.01)과 직장유무 및 결혼상황(P<0.05)이

피부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었다. 연령

20-29세의 범위에서 지성 16.85%, 중성 21.35%, 건성

구분 인수(%)
연령 20-29세 178(59.3)

30-39세 54(18)
40-49세 68(22.6)

직장유무 있다 142(47.3)
없다 158(52.6)

결혼여부 기혼 140(46.6)
미혼 160(53.3)

음주 마시지않는다 165(55)
마신다 135(45)

흡연 피우지않는다 265(88.3)
피운다 35(11.6)

구분 인수(%)
배변 횟수 하루에 한 번 12.8(42.6)

2-3일에 한 번 153(51)
일주일에 한 번 14(4.6)
기타 3(1)

변비의 자가진단 없음 152(50.6)
생리전후성변비 40(13.3)
스트레스성변비 63(21)
심각한변비 47(15.6)

여드름시작시기 초등학교 26(8.6)
중-고등학교 202(67.3)
대학이후 21(7)
아직나지 않았다 51(17)

여드름나는부위 나지않음 55(18.3)
이마,콧 등 85(28.3)
뺨, 턱, 목 96(32)
얼굴전체 55(18.3)
등부위 11(3.1)

생리주기 불규칙 95(31.6)
대체로일정 55(18.3)
규칙적 150(50)

Stress후 피부반응 전혀무관 122(40.6)
가끔생긴다 150(50)
필히생긴다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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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지루성 31.60% 였고, 30-39세에서 지성

20.37%, 중성 33.33%, 건성 38.89%, 지루성 19.23%였

고, 40-49세에서 지성 14.70%, 중성 30.88%, 건성 50%,

지루성 29.4%였다.

직장유무 중 직장이 있는 경우의 응답자에서 지성

14.08%, 중성 14.79%, 건성 40.14%, 지루성 30.98%였

고, 직장이 없는 경우 지성 24.68%, 중성 29.74%, 건성

27.21%, 지루성 18.35%였다. 결혼여부와의 관련성에서

기혼의 경우 지성 14.29%, 중성 28.57%, 건성 41.42%,

지루성 15%였다.

음주와 피부상태에서 마시지 않는 경우 지성

17.58%, 중성 22.42%, 건성 38.78%, 지루성 1.21%였고

마시는 경우 지성 26.92%, 중성 22.22%, 건성 31.11%,

지루성 20.74%였다. 흡연과 피부상태에서 흡연하지 않

는 경우 지성 21.13%, 중성 28.68%, 건성 37.73%, 지루

성 13.58%였고, 피우는 경우 지성 22.86%, 중성

17.14%, 건성 57.14%, 지루성 2.85%로서 흡연시 건성

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표 3).

표 3. 일반적인 특성과 피부상태의 관련성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kin Condition

*P<0.05, *P<0.001 by chi-squre test

3.4. 연구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변화

앞의 결과에서 나이에 따라 피부상태가 건성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생리적 현상의

변동으로 인해 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여드름 나는

부위와 생리주기와의 관계를 나이에 따라 그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변화
Table 4. The Changes of the Research Subjects by Age

*P<0.05 by chi-squre test

생리주기와 나이에 따른 변화양상(P<0.05)은 유의
성이 있었다. 생리주기의 불규칙성은 20-29세 71.57%,

30-39세 21.05%, 40-49세 7.37%였고 대체로 일정한 경

우 20-29세 43.63%, 30-39세 38.18%, 40-49세 18.18%

였고, 규칙적인 경우 20-29세 57.33%, 30-39세 27.33%,

40-49세 15.33%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적으
로 규칙성이 증가하였다.

여드름나는 부위는 T-zone인 이마와 콧등의 경우

피지 성분이 가장 많고 피부의 활동이 원활한 20-29세

61.17%로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30-39세 22.35%,

40-49세 16.47%였고, 얼굴전체의 경우 20-29세

47.27%, 30-39세 30.90%, 40-49세 18.18%였다.
전체로 보아 부위에 상관없이 여드름이 가장 많은

시기는 20-29세의 나이에서 가장 왕성한 피지 분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3.5. 식습관과 배변횟수의 관련성 및 스트레스의

피부 반응

연구대상자의 식습관과 배변 횟수간의 관련성과 스
트레스 후의 피부트러블 반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 6과 같다.

변수
피부상태 인수(명)

Chi-s
quare지성

(%)
중성
(%)

건성
(%)

지루성
(%)

N(%)

연령
21.355
··

20-29
세

30(16.85) 38(21.35) 51(28.65) 55(31.60) 174(58)

30-39
세

11(20.37) 18(33.33) 21(38.89) 10(19.23) 52(17.3)

40-49
세

10(17.70) 21(30.88) 35(51.47) 2(2.94) 66(22)

직장 9.341·
있다 20(14.08) 21(14.79) 57(40.14) 44(30.98) 142(47.3)
없다 39(24.68) 47(29.74) 43(27.21) 29(18.35) 158(52.6)
결혼
여부

6.332·

기혼 20(14.29) 40(28.57) 58(41.42) 21(15) 140(46.6)
음주 3.125
마 시
지 않
음

29(17.58) 37(22.42) 64(38.78) 35(21.21) 165(55)

마 신
다

35(26.92) 30(22.22) 42(31.11) 28(20.74) 135(45)

흡연 3.449
피 우
지 않
음

56(21.13) 76(28.68)
100(37.7
3)

36(13.58) 265(88.3)

피 운
다

8(22.86) 6(17.14) 20(57.14) 1(2.85) 35(11.6)

변수
피부상태

인수
(명) Chi-

squa
re

20-29세
(%)

30-39세
(%)

40-49세
(%)

N
(%)

여드름나는
부위
나지않음
이마/콧등
양뼘/턱/목
얼굴전체
등부분
생리주기
불규칙적
대체로일정
규칙적

27(49.05)
52(61.17)
66(68.75)
26(47.27)
7(63.63)

68(71.57)
24(43.63)
86(57.33)

16(29.09)
19(22.35)
17(17.70)
17(30.90)
1(9.09)

20(21.05)
21(38.18)
41(27.33)

12(21.81)
14(16.47)
13(13.54)
10(18.18)
3(27.27)

7(7.37)
10(18.18)
23(15.33)

55(18.3)
85(28.3)
96(32)
53(17.6)
11(3.6)

95(31.6)
55(18.3)
150(50)

9.258

11.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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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습관과 배변횟수의 관련성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Habits and the Number of Defecations

*P<0.05, *P<0.001 by chi-squre test

변수

배 변 횟 수 인수(명)

Chi-square

하루에한번(%) 2~3일에한번(%) 일주일에한번(%) N(%)

채식류

엽채류

과채, 근채류

모든채소류

육식류

우육

돈육

계육

모든육류

과일섭취/일

섭취않음

섭 취

물섭취량/일

0~1컵

2~3컵

4컵이상

우유섭취/일

마시지않음

가끔마심

한컵이상

커피섭취량/일

마시지않음

1~2잔

3~4잔

5잔이상

비타민제복용

복용한다

복용않음

탄산음료 혹은 인

스탄트섭취

섭취한다

가끔섭취

섭취않음

49(55.68)

18(45)

96(55.81)

17(54.84)

80(53.69)

18(54.54)

44(50.57)

48(46.15)

105(53.57)

15(19.73)

73(45.34)

30(47.62)

51(48.11)

73(55)

27(42.86)

32(36.36)

89(57.42)

44(83.01)

0(0)

11(22.91)

117(46.42)

29(45.31)

90(42.85)

9(34.61)

13(14.77)

8(20)

40(23.26)

5(16.13)

5(3.35)

11(33.33)

27(31.03)

21(20.19)

79(40.31)

54(71.05)

47(29.19)

12(19.05)

14(13.21)

47(35)

18(28.57)

48(54.54)

30(19.35)

4(7.55)

1(25)

29(60.41)

124(49.20)

31(48.43)

113(53.80)

9(34.61)

31(35.22)

14(35)

31(18.02)

9(29.03)

64(42.95)

4(12.12)

16(18.39)

30(28.85)

17(8.67)

7(9.21)

41(25.47)

16(25.39)

41(38.67)

11(8)

18(28.57)

8(9.09)

23(14.84)

5(9.43)

3(75)

8(16.66)

6(2.38)

4(6.25)

7(3.33)

3(11.53)

93(31)

40(13.3)

167(55.6)

31(10.3)

149(496)

33(11)

87(29)

99(33)

201(67)

76(25.3)

161(53.6)

58(21)

106(35.3)

131(43)

63(21)

88(29.3)

142(47)

53(17.6)

4(1.3)

48(16)

252(84)

64(21.3)

210(70)

26(8.6)

8.234

5.477

6.544

4.328

9.246

5.998

5.047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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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에서채식류의경우엽채류, 과채, 근채류및모든

채소류에서 하루 한 번의 배변이 각각 55.68%, 45%,

55.81%로서 다른 군보다 높게 나타나 식이성 섬유질에

의한 배변의기능에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육식류

에서하루한번의배변이우육 54.84%, 돈육 53.69%, 계

육 54.54%, 모든육류 50.57%로서 우육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과일섭취에서매일의배변이섭취하지않은경

우와섭취하는경우가각각 46.15%, 53.57%로서섭취하

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물의 일일섭취량에서 0~1컵의 경우 하루한번의 배

변이 19.73%, 2~3일에 한번이 71.05%, 일주일에 한번

9.21%였고, 2~3컵의 경우 각각 45.34%, 29.19%,

25.47%였으며, 4컵이상의 경우 각각 43%, 19.05%,

25.39%로 나타났다. 하루 한번의 배변의 물의 섭취량

이 증가함에 따라 약 2배로 증가함을 보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배변은 물의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

2배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우유의 일일 섭취량에서

2~3일에 한번 배변의 경우 우유의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시지 않는 경우 보다 마시는 경우가 각각

13.21%에서 28.57%으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커피의 일일섭취량에서 하루에 한번 배변의

경우 마시지 않는 경우 36.36%과 3~4잔을 마실 때

83.01%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3일에

한번 배변을 보면 반대로 마시지 않을 때 54.54%에서

3~4잔을 마실 때 7.55%으로 약 7배 이상이 감소되는

경향을 볼수 있다. 비타민제 복용의 경우 각각 22.91%,

46.42%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2~3일에 한번

의 배변과 일주일에 한번 배변의 경우를 보면 복용한

다가 각각 60.41%, 16.66%, 복용하지 않는다의 경우

49.20%, 2.38%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혹은 인스탄트 섭취의 경우 하루 한번의

배변을 보면 섭취한다. 45.31% 섭취하지 않음 34.61%

일주일에 한번 배변의 경우 섭취한다 6.25%, 섭취하지

않음 11.53%으로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

트레스 후 피부의 트러블 반응의 각 피부상태에서 보

면 보이는 경우가 지성, 중성, 건성, 지루성에서 각각

55.66%, 55.56%, 50%, 50%로 가장 높았고, 전혀 무관

한 경우가 지성, 중성에서 각각 37.73%, 30.95%로 건

성과 지루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필히 반응

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건성과 지루성에서 각각

20.31%, 25%로 지성과 중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와 관련해 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와 직

업이 있는 경우에서 필히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각각

28.87%, 29.75%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의 여부에서는 필

히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미혼 22.5%, 기혼 15.71%로

미혼의 경우 스트레스 피부반응이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여드름 나는 부위와 관련해서 유의성을 보였는데

(P<0.001), 전혀 무관한 경우에서 나지않는다 35.29%,

이마•콧등 20%, 뺨•턱•목주위 12.5%, 얼굴전체

3.77%, 등부위 63.63%였고 가끔 반응 보이는 경우에서

는 각각 52.94%, 48.24%, 45.83%, 58.49%, 27.27%였고,

필히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각각 11.76% 31.76%,

41.66%, 37.74%, 9.09%였다. 화장의 주당 횟수와의 관

련해서는 가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모든 횟수에서

50% 이상을 보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주당 배변 횟수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성을 보였는

데(P<0.05) 전혀 무관한 경우 하루1번 14.84%, 2~3일

에 한번 6.53%, 일주일에 한번 11.76%였고, 가끔 반응

을 보이는 경우 각각 66.4%, 54.24%, 52.94%였고, 필히

반응을 보이는 경우 각각 17.96%, 13.07%, 57.14%를

보였다.

세안 횟수와 스트레스 후 트러블 반응을 보면 1회

일 때 35.29%, 2회일 때 40.38% 3회 이상이 47.82%로

나타났다. 가끔 반응을 보이는 경우 각각 47.06%,

52.31%, 26.09%이며 필히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17.65%, 7.30%, 26.09%로 나타났다. 클렌징, 마사지 경

우 클렌징 마사지를 한다에서 스트레스 후 피부의 트

러블 반응을 보면 전혀 무관함이 42.35% 가끔 반응을

보임이 48.24% 필히 반응을 보임이 9.41%이며 클렌징

마사지를 안하다에서는 각각 38.46%, 52.31%, 9.23%로

서 스트레스에 의한 불규칙적인 배변은 피부의 트러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표 6).

3.6. 연구대상자의 생리적인 현상과 피부상태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

는 4가지 요인인 여드름 시작시기, 새이주기, 배변횟수,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을 피부상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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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트레스 후 피부의 트러블 반응
Table 6. Stress and Skin Trouble Response

*P<0.05, *P<0.001 by chi-squre test

여드름 시작시기와 피부상태의 관련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01). 여드름이 없는 경우

는 건성에서 54.90%로 다른 피부상태보다 열등히 높이

나타났고,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거성에서 가장낮은

19.23%였고, 중•고등학교이후의 경우 지성, 건성, 중

성, 지루성으로 각각 26.82%, 19.80%, 14.54%, 13.18%

순서로 나타났다.

생리주기와 피부상태의 관련성은 규칙적일 경우 높

은 순서대로 각각 중성, 건성, 지성, 지루성으로 53.33%,

23.33%, 22.67%, 0.67%대로 나타났다. 배변횟수에 있

어서 건성의 피부상태의 경우 배변횟수가 감소함에 따

라 건성의 비율이 증가함을 볼수 있다. 이는 배변의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숙변의 생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수분의 공급이 차단 됨

으로서 점차 건성화 되어감을 추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은 지성과 지루성에서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는 없었지만 필히 나타남이 증

가하였다. 지성인 경우 전혀 무관 21.31%, 가끔 나타남

24.67%, 필히 나타남이 28.57%였고 지루성의 경우에는

각각 0.82%, 12%, 35.71%로 나타났다. 이는 피지분비

가 많은 지성과 지루성에서 스트레스는 피지샘의 생

성을 더욱 촉진시켜 피지분비를 과다하게 일으키므로

변수
스트레스후 피부의 트러블 반응인수 인수(명)

Chi-square전혀무관
(%)

가끔반응보임
(%)

필히반응보임
(%)

N(%)

피부상태

지성

중성

건성

지루성

직업유,무

있다

없다

결혼여부

기혼

미혼

여드름나는부위

나지않는다

이마, 콧등

뺨, 턱, 목주위

얼굴전체

등부위

화장횟수/주

1-3회

4-6회

7회

배변횟수/수

하루한번

2-3일에한번

일주일에한번

세안횟수

1회

2회

3회이상

클렌징,마사지횟수

한다

안한다

40(37.73)

39(30.95)

19(29.68)

1(25)

19(13.38)

23(14.56)

30(21.43)

30(18.75)

18(35.29)

17(20)

12(12.5)

2(3.77)

7(63.63)

15(14.71)

6(3.92)

13(28.89)

19(14.84)

10(6.53)

2(11.76)

6(35.29)

105(40.38)

11(47.82)

72(42.35)

50(38.46)

59(55.66)

70(55.56)

32(50)

2(50)

82(57.75)

88(55.69)

88(62.86)

94(58.75)

27(52.94)

41(48.24)

44(45.83)

31(58.49)

3(27.27)

60(58.82)

88(57.51)

18(40)

85(66.4)

83(54.24)

9(52.94)

8(47.06)

136(52.31)

6(26.09)

82(48.24)

68(52.31)

7(6.60)

17(13.94)

13(20.31)

1(25)

41(28.87)

47(29.75)

22(15.71)

36(22.5)

6(11.76)

27(31.76)

40(41.66)

20(37.74)

1(9.09)

27(26.47)

59(38.56)

14(31.11)

23(17.96)

20(13.07)

8(57.14)

3(17.65)

19(7.30)

6(26.09)

16(9.41)

12(9.23)

106(35.3)

126(42)

64(21.3)

4(1.3)

142(47.3)

158(52.6)

140(46.6)

160(53.3)

55(18.3)

85(28.3)

96(32)

53(17.6)

11(3.6)

102(34)

153(51)

45(15)

127(42.3)

153(51)

20(6.6)

17(5.6)

260(86.6)

23(7.6)

170(56.6)

130(43.3)

13.258

2.541

4.757

42.961**

2.456

7.345*

0.26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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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리적인 현상과 피부상태
Table 7. Physiological phenomena and skin condition

*P<0.01 by chi-squre test

피부 트러블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표 7).

IV. 고 찰

본 연구는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9세 사

이의 31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부의 자가 상태와

생체의 분비배설 같은 생리적인 현상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피부의 상태는 늘 일정한 것

이 아니라 나이, 스트레스, 생리적인 현상들에 의해 변

화되어 간다 [7] [8]. 나이가 피부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의 건성화가 진행되는

데 [9],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저하되고, 피지 분비량도 20대 중반을 기점으

로 저하되어 피부의 수분 밸런스(수분, 유분의 밸런스)

가 무너지기 쉬워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워진

다 [5] [10].

변비로 인한 숙변과 스트레스는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의 외적 반응으로 표출되어 피부의 트러블 반응을

일으켜 가볍게는 뾰루지나 여드름을 생성시키고 심하

게는 염증성 여드름 등과 같은 병리적인 피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11].

본 연구에서도 20대에서 지루성이 많았고, 30~40대

로 진행됨에 따라 건성이 20대 28.65%, 30대 38.89%,

40대 51.47%로 증가함을 보아 연령의 증가와 건성화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장 여성의 건성화가 40.14%로 직장을 갖지

않은 여성의 27.21%보다 높게 나타났다 [11].

비타민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소로서 신체

조직의 성장과 생리작용에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하였

고, 3대 영양소가 연료라면 비타민은 생체대사의 윤활

유이라고 하였다 [12]. 다량의 알코올은 비타민을 대량

으로 소비시키고 피부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된다. 담

배도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C를 파괴

한다고 보고하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음주를 하는 여성이 31.11%, 음주를

하지않는 여성 38.78%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여성이 57.14%로 피우지 않는 여성

37.73%보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건성화가 더 진행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선행연구 [11]의 보고와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화장품의 유성성분, 착색료, 향료

그 외의 화장품 성분이나 먼지, 오염된 공해물질, 매연

등의 인공적인 이물질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

[14]. 생리적 이물질과 인공적 이물질은 서로 섞여서

공기중의 산소나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하여 과산화 지

변수
피 부 상 태 인수(명)

Chi-square
지성(%) 중성(%) 건성(%) 지루성(%) N(%)

여드름시작시기

여드름없음

초등

중-고등이후

생리주기

불규칙적

대체로 일정

규칙적

배변횟수

하루 한 번

2-3일에 한 번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

전혀무관

가끔나타난다

필히나타난다

9(17.64)

62(23.07)

59(26.82)

15(15.79)

5(9.09)

34(22.67)

32(25)

41(26.79)

26(21.31)

37(24.67)

8(28.57)

14(27.45)

6(23.07)

32(14.54)

35(36.84)

2(3.63)

80(53.33)

33(25.78)

40(26.14)

44(36.07)

40(26.67)

2(7.14)

28(54.90)

5(19.23)

40(19.80)

44(46.32)

26(47.27)

35(23.33)

37(29.91)

55(35.95)

51(41.80)

55(36.67)

8(28.57)

7(12)

9(34.62)

29(13.18)

1(1.05)

12(21.82)

1(0.67)

31(23)

31(20.26)

1(0.82)

18(12)

10(35.71)

58(19)

82(27)

160(53)

95(31.6)

54(15)

150(50)

133(44)

167(55)

122(40.6)

150(50)

28(9.3)

26.308*

3.947

5.263

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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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되며, 또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 결과 유

리저급지방산이 되며, 혹은 요소 등의 분해에 의해서

피부가 알카리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나이가 진행될수록 여드름의 원인이 되거나 피부노화

를 촉진시키는 등의 피부 문제를 만든다 [15] [16].

화장의 횟수와 피부트러블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1~3회 화장을 한 여성이 26.47%, 7회

화장을 한 여성 31.11%로 트러블 반응을 알아본 결과

큰 연관성을 발견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30~50대 남

녀의 피부관리 실태와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결

과 [17]와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한편 배변횟수와 물 섭취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

과 0~1컵 물을 섭취하면 19.73%, 2~3컵 섭취하면

45.34%, 4컵 이상 섭취하면 47.62%로 물을 많이 섭취

할수록 배변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은 유해유

독물을 희석 해독하며 림프액을 활성화하여 체액의 산

-염기균형을 조절하고 혈중 포도당 값의 균형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변비예방 및 숙변을 배제하고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하였고 [18], 가장 효과적인 물

섭취시기를 아침 공복시 1~2잔의 물로, 변비예방과 치

료 및 피부트러블이 감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

다 [11].

또한 여드름 나는 부위와 피부 트러블, 주당 배변횟

수와 피부 트러블 간에는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

고, 여드름이 없는 경우 건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부상태가 지성인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부터 여드

름이 나기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다른 연

구결과 [11] [19]에서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내•외적 환경의 안정은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많

이 작용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며 호르몬 분비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생체 항

상성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탄력성 있는 피부를 유지

해 줄 수 있는 근원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315명을 대상으

로 피부상태를 파악하고 설문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생리적 현상, 배변횟수와 스트레스 후 피부

트러블, 식습관에 따른 피부상태와의 관련성 등 여러

요인을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59.3%, 30대가 18%, 40대가 22.6%였고,

직업여성은 47.3%, 그렇지 않은 여성은 52.6%였다. 결

혼여부는 기혼여성이 46.6%, 미혼여성이 53.3%로 미혼

이 더 많았다. 음주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음주를 하

지 않는 여성이 55%, 음주를 하는 여성이 45%였다. 흡

연 문항에서는 비흡연자가 88.3%, 흡연자가 11.6%로

비흡연자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상태에서 연령

(P<0.01), 직장 및 결혼 여부(P<0.05)는 통계적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건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직장여성과 기혼여성일 경우 건성의 비율

이 높은 편이었다.

3. 대상자의 생리적 현상에서 배변횟수는 2~3일에

한번이 51%로 가장 많았다.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시

기는 중/고등학교 때가 67.3%로 가장 많았고 생리주기

는 50%가 규칙적이라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후 피부반

응은 ‘가끔 생긴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4. 대상자의 생리주기는 연령이 낮을수록 불규칙한

편이었으나 30~40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규칙적

으로 변화되었다.

5.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과 일반적인 특성 및 생리

적 현상과의 관련성에서 여드름이 나는 부위와 배변횟

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X2

test의 값은 42.961(P<0.01), 7.345(P<0.05)였다. 여드름

이 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 후 피부 반응을 보이고 여

드름이 뺨, 턱, 목 주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스트레스

후 피부반응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6. 피부트러블반응과 여드름 나는 시기와의 사이에

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1). 여드름이 없는 경우

건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부상태가 지성인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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