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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사과를 이용한 사과마스크팩의 정기적인 사용이 중년여성의
피부상태 개선에 대한 임상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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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kin Status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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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unripe apple mask pack made from unripe apple extracts on the skin status of middle-aged women for
4 weeks were investigate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lacebo mask pack as the control (PM, n = 8),
apple mask pack (AM, n = 16), and apple mask pack + apple intake (AAM, n = 12). The study included a survey
questionnaire, and evaluations of nutrients intakes and of skin status. Skin status was measured by Aramo-TS. After 4
weeks, facial moisture, elasticity, evenness, and wrinkle level were improved in AM and AAM. The facial moisture
level (AM: +3.13 ± 2.73, AAM: +2.25 ± 2.93) and elasticity level (AM: +5.81 ± 8.27, AAM: +5.50 ± 6.13)
of AM (p < 0.001) and AAM (p < 0.05) were increased. The facial evenness level (AM: -5.25 ± 8.13, AAM: 9.17 ± 4.26) and wrinkle level (AM: -10.88 ± 11.74, AAM: -17.83 ± 12.22)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AM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skin elasticity, evenness, and wrinkle. The skin status of PM was not changed. While
the macronutrient intakes of all the subjects were not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study, the daily intakes of some
vitamins (vitamins B6, C, and E and folic acid) during the stud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AM.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regular use of apple mask pack was effective in improving overall skin status. Furthermore, the consumption of apples with mask pack application was much better in improving skin status. (Korean J Nutr 2010; 43(5):
453 ~ 462)
KEY WORDS: unripe apple extract, apple mask pack, apple intake, skin status.

인 시술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팩을 통한 관리는 가정

서

론

에서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 최
근에 각광받고 있다. 팩제를 안면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외

오늘날 외모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와 차단되어 피부 표면의 수분증발을 막고 영양을 공급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

1,2)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피부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으
3)

을 제거하고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4)
Kim 등5)에 따르면 팩의 종류를 파우더 타입, 크림 타입,

관리방법도 기본적인 화장품 사용을 비롯해 기능성

화장수팩, 천연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중 화장수 팩은

화장품, 팩이나 마사지를 통한 관리, 피부과에서의 전문적

거즈에 영양 팩이나 화장수를 묻혀 얼굴에 덮는 방법으로 설

며,

명되어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팩은 화장수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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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201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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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이 손쉬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황토가루를 물에 섞어 바른 후 씻어내는 황토팩을 시
작으로 하여 마스크시트에 에센스를 묻혀두어 피부에 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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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떼면 되는 팩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세안 시

실험에 필요한 모든 연구활동에 협조하고 따를 것에 동의

모공을 청결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비누형태의

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자원자 (35~62세)

팩이 유행되고 있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 관리를

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수행하였다.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편, 피부의 노화는 내인성 노화 (intrinsic aging)와 태
양광선, 화학적, 기계적인 손상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
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다.6,7) 피부는 태양광, 음주, 흡연, 공
해물질 등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방어기구로써 활성산소
종이 증가되고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피부노화를 일으키게
된다.8-10) 그러나 이러한 피부의 노화는 활성산소종의 제거,
영양소의 공급 등을 통해 방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최근, 식물에서 추출한 polyphenol의 피부노화예방에 대

사과마스크팩의 제조
Apple mask pack은 미숙사과 추출물 0.25%와 기타
보습성분과 농도 조절제를 함유하도록 배합하여 팩 내용물
을 제조하였고, placebo mask pack은 보습제와 농도 조절
제를 이용하여 팩 내용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팩 내용물
은 마스크시트 1장당 20 g정도 함유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스크팩은 윤지양행 (주)에서 제조하였다.

실험디자인

한 효과와 기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물유래 po-

실험군은 placebo mask pack (PM, n = 8), apple mask

lyphenol은 피부에서 활성산소 제거, 산화반응 및 UV에 대

pack (AM, n = 16), apple mask pack + apple 섭취

한 보호작용 등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통해

(AAM, n = 12)군의 3개군으로 분류하였다. 마스크팩은

11,12)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과는 procya-

30분씩 일주일에 5회 부착하도록 하였고, AAM군은 마스

nidin, epicatechin, catechin, ρ-coumaroyl qunic acid,

크팩 부착과 함께 약 200 g정도 되는 사과를 하루에 한 개

chlorogenic acid, rutin, phloridzin, quercetin, phloridzin,

씩 일주일에 5회 섭취하도록 하였다. 참가대상자들에게 팩

phloretin derivative 등의 다양한 polyphenol을 함유하고

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4주간 부착한 후

있으며 그 외에도 항산화 비타민 C와 칼륨·나트륨·칼슘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실험기간동안 피부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다. 사과의 polyphenol 중 pro-

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자외선 노출, 사우

cyanidin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함유량은 약 207

나, 건조한 환경을 피하도록 하였고, 사과팩 이외의 기능성

13)

14)

Akazome 는 사과의 polyphenol이 비

화장품 사용 또는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을 통한 피부 관리

타민 E와 기타 항산화 효소가 소비되는 것을 막고, in vivo

등을 제한하였다. 실험기간 동안의 식사섭취가 피부에 미칠

에서도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여 피부의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에 2회의 식이일지를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polyphenol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정도, 운동 및 생활습관 등의 일

수용액 상태에서 불안정하여 쉽게 산화되는 비타민 C의 안

반사항과 평소 피부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한 피부유형, 피

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건강상태, 피부탄력, 고민하고 있는 피부문제, 피부색 등

polyphenol 및 비타민 C, 그리고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μg/g정도이다.

유된 사과는 좋은 미용소재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사과의 polyphenol은 주로 사과의 껍질에 존재하는데
성숙과보다 미숙과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미숙사과는 재
배과정에서 20~30%가 적과되어 폐기처분되어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부대비용이 들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숙사과를 추출물형태로 만들어 첨
가한 후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이를 중년여성에게 4주간
사용하게 하여 사과마스크팩이 피부상태 개선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7~8월 2개월간 임상

피부상태측정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을 위해 대상자들은 순번대로 세안
후 항온항습조건 (실내온도 19℃, 실내습도 55%)에서 약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임상실험 대
상자의 피부상태 측정은 Aramo-TS (Aram HUVI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실험 시작 전 및 실험기간 동안
매주 1회씩 수분, 탄력, U-zone과 T-zone의 유분, 거칠기,
모공, 색소침착, 주름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수분의 측정은
유전율에 의해 측정되며 피부표면에 전극을 접촉하여 피부
표면의 수분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정전용량을 읽어 측정된
다. 탄력의 측정은 기기 내부에 음압 (500 mbar)을 주어
피부를 균일하게 흡입하여 측정부위의 피부변화와 복원력
을 감광센서가 인지하여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유분,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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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공, 색소침착, 주름은 광학렌즈에 의해 측정된 디지

결

털 영상을 분석하여 측정된다. 측정된 결과는 0~100 사이

과

의 상대적인 수치로 표시되며, 제조사가 제공한 참고수치 중
본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대인 40대의 기준 값을 Table 1

일반사항

에 제시하였다. 수분, U-zone의 유분 및 탄력성은 입과 눈

본 임상실험의 참가자는 PM군 8명, AM군 16명, AAM

동자의 연장선이 만나는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T-zone의

군 12명으로 총 36명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49.97 ± 7.44

유분은 미간 위쪽의 이마부위를 측정하였다. 모공 및 색소

세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 참여비율은 50대 > 40대 > 30

침착은 뺨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주름은 눈가 부위를 측정

대 > 60대 순이었다. 대상자의 69.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하였다.

비교적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하였으며, 가끔
병을 앓았다고 한 경우는 2.8%였다. 평균수면시간은 6.85

식이섭취량 조사
실험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시
작 일주일전과 실험기간 중 매주 2회씩 4주간 24시간 회

Table 2. Lifestyle of the subjects
Variables

상법을 이용한 식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식이일지 작
Health condition

통해 확인 후 제출토록 하였다. 식이조사자료는 한국영양학
회에서 개발한 영양분석프로그램 Can-pro 3.0 (ComputerAided Nutrition Analysis Program, The Korean Nutrition

Sleeping time (hrs)

Physical activity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15.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활 및 식습관,
피부상태 등의 설문조사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영

Exercise frequency
(time)

양소 섭취량, 피부상태 측정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으며, 실험 전과 후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실
험 전, 중간 및 후의 비교는 ANOVA, Duncan’
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 검증 (p < 0.05)을 실시하

Exercise intensity

였다.

Table 1. Reference range of skin status following the Aramo-TS
manufacturer’s instruction
Item

Smoking degree
(pack/day)

Criteria
Bad

Normal

Good

Moisture

0 - 30

31 - 70

71 - 100

Elasticity

0 - 30

31 - 70

71 - 100

Evenness

100 - 70

69 - 30

29 - 0

Pore

100 - 70

69 - 30

29 - 0

Spot

100 - 70

69 - 30

29 - 0

Wrinkle

100 - 70

69 - 30

29 - 0

Dry

Normal

Oily

Sebum U-zone

0 - 30

31 - 70

71 - 100

Sebum T-zone

0 - 30

31 - 70

71 - 100

alcohol drinking
frequency (time)

Degree of alcohol
drinking
(soju, bottle/time)

1) Mean ± SD

N

%

-

-

Sometimes ill

01

02.8

Moderate

10

27.8

Healthy

23

63.9

Very healthy

02

05.6

-

-

1)

6.85 ± 1.30
Very little

Society, 2006)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
하였다.

Classification
Often ill

성 전에 작성요령 및 분량표시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작
성된 식이일지는 매주 영양사로 구성된 조사원과의 면담을

(n = 36)

Little

05

13.9

Moderate

15

41.7

Much

14

38.9

Very much

02

05.6

No exercise

05

13.9

1/week

04

11.1

2 - 3/week

14

38.9

4 - 5/week

09

25.0

≥ 6/week

04

11.1

No exercise

06

16.7

Very light

04

11.1

Light

05

13.9

Moderate

20

55.6

Heavy

01

02.8

No smoking

35

97.2

≤ 0.5

01

02.8

0.5 - 1

-

-

Nothing

16

44.4

1 - 2/month

13

36.1

1 - 2/week

06

16.7

3 - 4/week

01

02.8

5 - 6/week

-

-

≤ 0.5

32

88.9

0.5 - 1

03

08.3

1 - 1.5

-

-

1.5 - 2

-

-

≥ 2.5

01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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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으며 참가자 전원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수면을

하였다. 피부탄력에 대하여는‘보통’
이거나‘좋다’
가 각각

취하고 있었다. 활동정도는‘보통’이 41.7% 혹은‘많은

38.1%로 응답하였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피부문제에 대해

편’38.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운동의 경우 13.9%만

서는 주름 (28.6%), 색소침착 (28.6%), 피부건조 (16.7%),

이‘전혀 하지 않는다’
로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대다수가

모공 (11.9%) 등으로 다양한 피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97.2%

있었다. 얼굴의 피부색은‘밝고 깨끗하다’고 응답한 사람

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술을 마시는 빈도는 전

은 없었고, 59.5%가‘밝은 편은 아니지만 건강해 보인다’

혀 마시지 않거나, 한 달에 1회 정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

라고 하였으며 40.5%는‘어둡고 칙칙해 보인다’라고 응

았고, 1회 음주량은 보통 소주 반병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

답하였다.

다 (Table 2).

영양소섭취량

피부상태 자가평가

연구대상자들의 평상시 영양소섭취량과 실험기간동안의

연구대상자가 자각하고 있는 피부상태에 대한 설문 결과

영양소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6에 나타내었다.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피부

연구대상자들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량은 실험기간

유형은 건성 (35.7%), 복합성 (31.0%), 중성 (21.4%)이

동안에도 평상시와 비슷하게 섭취하였다. 에너지섭취량은

많았고, 피부의 건강상태는 66.7%가‘보통’이라고 응답

권장량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었으나, 단백

Table 3. Self-reported skin status of the subjects
Variable

Skin type

Skin health for face

Skin elasticity

Skin problem

Skin color

1) Value from Likert scale

(n = 36)
Classification

N

%

Dry

15

35.7

Oily

03

07.1

Normal

09

21.4

Mixed

13

31.0

Sensitive

01

02.4

Ignorance

01

02.4

Very bad

02

04.8

Bad

07

16.7

Moderate

28

66.7

Good

05

11.9

Very good

-

-

Very bad

-

-

Bad

02

04.8

Moderate

16

38.1

Good

16

38.1

Very good

08

19.0

Nothing

04

09.5

Wrinkle

12

28.6

Acne

-

-

Dry skin

07

16.7

Skin ailments

01

02.4

Spot

12

28.6

Pore

05

11.9

Allergy

-

-

Expansion of capillary vessel

-

-

Others

1

02.4

Bright and clean

-

-

Healthy

25

59.5

Dark and gloomy

17

40.5

2) NA: Not Applicable

Mean ± SD

NA

1)

2)

2.86 ± 0.68

3.29 ± 0.84

NA

NA

한국영양학회지(Korean J Nutr) 2010; 43(5): 453~462 / 457
Table 4. Energ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

1)

Group
PM

Before

Carbohydrate (g)

1608.56 ± 421.270

-0.304)

ns

(90.56 ± 28.73)

(-0.402)

ns

1449.84 ± 255.830

-0.360)

ns
ns

1416.96 ± 402.940
(76.52 ± 21.73)

(78.48 ± 14.51)

(-0.390)

AAM

1359.76 ± 330.160

1531.75 ± 202.380

-1.524)

ns

(73.65 ± 16.93)

(83.37 ± 12.37)

(-1.569)

ns

PM

225.79 ± 44.280

233.29 ± 72.260

-0.259)

ns

AM

201.91 ± 58.430

213.54 ± 37.830

-1.074)

ns

AAM

199.02 ± 46.280

228.53 ± 31.350

-1.599)

ns

67.74 ± 33.13

69.94 ± 16.00

-0.175)

ns

(150.48 ± 73.63)0

(155.42 ± 35.56)0

(-0.177)

ns

59.53 ± 18.99

58.06 ± 11.56

0.271)

ns

(132.25 ± 42.18)0

(129.00 ± 25.72)0

(0.270)

ns

57.13 ± 17.24

62.83 ± 12.49

-1.174)

ns

AM
AAM

Fat (g)

4)

Sig. (2-tailed)

AM

PM

Protein (g)

T-value

3)

1543.95 ± 448.51
0(85.48 ± 23.67)

Energy (kcal)

After
2)

(126.95 ± 38.30)0

(139.60 ± 27.7200

(-1.172)

ns

PM

41.31 ± 13.32

45.89 ± 11.71

-0.618)

ns

AM

42.17 ± 19.27

41.87 ± 9.110

0.062)

ns

AAM

37.82 ± 14.17

42.48 ± 8.120

-0.993)

ns

1) PM: placebo mask, AM: apple mask, AAM: apple mask + apple intake 2) Values are mean ± SD
Intake 4) Sig.: 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by paired t-test

3) %RI: %Recommended

질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대비하여 126~155% 수준으로 높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탄력도 수분과 마찬가지로 PM

게 섭취하고 있었다. 무기질 섭취량은 PM군의 칼슘섭취량

군 (1.13 ± 4.79)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AM

과 AAM군의 칼륨 섭취량을 제외하고 실험기간 전후에 차

(5.81 ± 8.27, p < 0.05)군과 AAM (5.50 ± 6.13, p <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철분과 아연은 권장량에 대비하여

0.01)군은 4주간의 사용으로 인해 탄력이 유의적으로 증가

적절한 수준으로 섭취되고 있었지만, 칼슘의 섭취 수준은

하였다. 거칠기와 주름의 경우 40대 기준 정상범위는 69~

53~67%로 낮게 나타났다. 비타민의 섭취량은 PM군과 AM

30이고, 70 이상이면 관리대상, 29 이하는 아주 좋은 상태

군에서는 실험기간 전후에 차이가 없었지만, 사과를 섭취한

로 판정하게 된다. 참가대상자들의 거칠기 상태는 PM군

AAM군은 비타민 B6 (p < 0.05), 비타민 C (p < 0.001),

51.63 ± 4.47, AM군 51.44 ± 4.52, AAM군 54.08 ±

비타민 E (p < 0.05), folic acid (p < 0.001)의 섭취량이 증

4.85였다. 4주간의 팩 사용으로 안면부위의 피부 거칠기가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M군은 5.25 ± 8.13만큼 감소하였고 (p < 0.05), AAM

피부상태의 변화
실험 참가자들의 마스크팩 사용에 따른 피부상태의 변화
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피부 측정항목 중 수분과 탄력
은 4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상범위는 31~70으로 30
보다 낮으면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고 71 이상이면
아주 좋음으로 판정하게 된다. 참가자들의 피부보습상태는
PM군은 40.00 ± 1.93, AM군은 38.88 ± 3.30, AAM군
은 39.67 ± 2.67로 40대 기준의 정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수분보유정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안면 부위의 수분보유
상태는 마스크팩 사용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PM군 (1.63
± 1.19)은 사용 전과 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AM (3.13 ± 2.73, p < 0.001)군과 AAM (2.25 ±
2.93, p < 0.05)군은 실험시작 전과 4주 후의 수분보유량

군의 경우 9.17 ± 4.26이 감소하였다 (p < 0.001). 실험
전 눈가의 주름상태는 PM군 35.75 ± 16.41, AM군 37.19
± 11.30, AAM군 43.08 ± 12.21로 개인차가 나긴했지
만, 모든 참가자가 정상범위의 주름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실험 후 PM군에서는 유의적인 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AM군 (-10.88 ± 11.74, p < 0.05)과 AAM군 (-17.83
± 12.22, p < 0.05)의 주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피부관련 지표의 개선정도를 종합해보면 AM군
보다 AAM군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의 유분
은 30이하는 건성, 31~70은 중성, 71이상은 지성의 피부
로 나누게 되는데,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U존과 T존의 유
분량이 30 미만으로 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4주간의 팩
사용은 안면부위의 유분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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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neral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

1)

Before

Group
PM

P (mg)

K (mg)

-2.693)

(67.47 ± 20.04)

(-2.667)

*

446.50 ± 132.33

-0.712)

ns
ns

(55.57 ± 22.06)

(59.69 ± 18.06)

(-0.689)

AAM

407.34 ± 163.43

484.15 ± 118.89

-1.640)

ns

(53.97 ± 21.70)

(63.94 ± 15.14)

(-1.657)

ns

PM

925.49 ± 341.72

970.69 ± 249.35

-0.335)

ns

AM

815.29 ± 207.89

801.61 ± 175.14

0.193)

ns

AAM

820.64 ± 220.18

910.01 ± 204.19

-1.373)

ns

10.89 ± 3.580

12.49 ± 4.020

-1.041)

ns

(109.81 ± 43.50)0

(130.90 ± 56.01)0

(-1.358)

ns

10.93 ± 3.280

11.13 ± 2.770

-0.226

ns

(98.89 ± 39.46)

(103.21 ± 41.39)0

(-0.468)

ns

12.20 ± 5.480

12.35 ± 2.830

-0.086)

ns

(111.44 ± 39.85)0

(119.38 ± 46.29)0

(-0.545)

ns

PM

3526.46 ± 1353.32

3831.85 ± 731.130

-0.696)

ns

AM

3078.94 ± 985.860

3235.81 ± 787.010

-0.569)

ns

AM

AAM

3606.95 ± 1598.67

3882.68 ± 1004.92

-0.633)

ns

PM

2192.91 ± 565.160

2433.00 ± 829.190

-0.782)

ns

AM

1969.23 ± 615.230

2104.41 ± 551.370

-0.842)

AAM

2069.75 ± 527.460

2508.76 ± 627.340

-2.870)

ns
*

PM

Zn (mg)

*

527.30 ± 172.36

413.79 ± 161.58

AAM

Na (mg)

4)

Sig. (2-tailed)

AM

PM

Fe (mg)

T-value

3)

0417.49 ± 146.49
0(53.43 ± 17.11)

Ca (mg)

After
2)

AM
AAM

7.71 ± 3.33

8.13 ± 2.22

-0.308)

ns

(120.41 ± 52.65)0

(128.53 ± 39.97)0

(-0.377)

ns

7.15 ± 2.39

6.61 ± 1.25

0.791)

ns

(109.41 ± 37.63)0

(100.96 ± 18.85)0

(0.790)

ns

6.14 ± 1.60

7.39 ± 1.58

-2.109)

ns

(94.30 ± 24.44)

(113.89 ± 25.55)0

(-2.141)

ns

1) PM: placebo mask, AM: apple mask, AAM: apple mask + apple intake 2) Values are mean ± SD
Intake 4) Sig.: 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by paired t-test

3) %RI: %Recommended

sagrande 등18,19)은 quercetin을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고

찰

통해 피부에 발랐을 때 UVB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 스트레
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포도씨추출

4주간의 사과팩 사용결과 수분보유정도와 탄력은 증가

물에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procyanidin이 많이 들어있는

하였고, 거칠기와 주름은 감소하여 피부를 개선시키는 것

데,20) procyandidin의 항산화 효과 및 항염증효과는 피부

으로 나타났다. 피부측정치는 실험시작 전, 2주 후, 4주 후

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0-24) Shoji 등25)

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사용기간이 증가하면서 개선정도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과의 procyanidin fraction이 B16

15)

도 증가되었다. Cheon 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종류의

mouse melanoma cell에서 arbutin이나 kojic acid보다 강

천연팩 사용이 팩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횟수가 증가할수

력하게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록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과팩 사용과 함께 사과섭취의 경우 색소 침

는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 피부에 영양성분을 자주,

착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AM군은 색소침

꾸준히 공급할수록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착이 12.44 ± 8.12 정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p < 0.001), AAM군은 약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유의

사과에 많이 존재하는 몇몇 polyphenol의 항산화능과 피

차가 없었다.

부보호효과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과의 껍질에는 100

Kim 등26)에 따르면, 비타민 B1, B2, B6, C 및 E의 섭취

g당 13.2~200 mg의 quercetin이 함유되어 있는데,16,17) Ca-

량과 피부의 거칠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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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itamin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

1)

Group
PM

Before

AM
AAM
PM

Vitamin B1 (mg)

AM
AAM
PM

Vitamin B2 (mg)

AM
AAM
PM

Vitamin B6 (mg)

AM
AAM
PM

Niacin (mg NE)

AM
AAM
PM

Vitamin C (mg)

687.84 ± 262.37

-1.631)

ns

(113.47 ± 45.39)0

(-1.706)

ns

562.95 ± 384.85

666.61 ± 272.44

-1.022)

ns

(89.13 ± 59.37)

(106.98 ± 44.92)0

(-1.091)

ns

826.99 ± 457.71

863.14 ± 270.25

(-0.337)

ns

(133.90 ± 76.85)0

(139.82 ± 46.68)0

(-0.335)

ns

1.20 ± 0.87

1.28 ± 0.50

-0.287)

ns

(108.82 ± 81.48)0

(114.72 ± 43.81)0

(-0.242)

ns

0.99 ± 0.44

1.11 ± 0.30

-1.471)

ns

(89.22 ± 39.70)

(101.06 ± 26.39)0

(-1.672)

ns

0.95 ± 0.36

1.15 ± 0.34

-1.650)

ns

(85.91 ± 33.77)

(105.49 ± 30.12)0

(-1.673)

ns

1.08 ± 0.37

1.26 ± 0.44

-1.600)

ns

(89.41 ± 31.18)

(105.28 ± 37.33)0

(-1.720)

ns

1.00 ± 0.33

1.01 ± 0.24

-0.136)

ns

(83.80 ± 28.11)

(84.78 ± 19.73)

(-0.129)

ns

0.98 ± 0.34

1.12 ± 0.22

-1.166)

ns

(83.01 ± 28.86)

(93.50 ± 19.82)

(-1.053)

ns

1.91 ± 0.77

1.88 ± 0.55

0.103)

ns

(135.59 ± 53.25)0

(134.14 ± 39.73)0

(0.056)

ns

1.52 ± 0.39

1.60 ± 0.41

-0.647)

ns

(110.00 ± 27.50)0

(114.21 ± 29.63)0

(-0.481)

ns

1.50 ± 0.55

1.88 ± 0.44

-2.660)

*

(107.15 ± 39.58)0

(133.65 ± 32.15)0

(-2.516)

*

15.65 ± 6.230

15.49 ± 4.900

0.069)

ns

(111.66 ± 44.54)0

(110.61 ± 34.81)0

(0.062)

ns

13.33 ± 4.400

12.68 ± 2.950

0.519)

ns

(95.12 ± 31.51)

(90.57 ± 21.05)

(0.510)

ns

12.32 ± 4.770

14.06 ± 3.050

-1.519)

ns

(87.87 ± 34.08)

(100.47 ± 21.75)0

(-1.542)

ns

65.19 ± 17.75

74.84 ± 33.09

-0.761)

ns

(74.84 ± 33.09)

(-0.762)

ns

58.85 ± 27.27

61.93 ± 16.90

-0.549)

ns

(58.86 ± 27.28)

(61.93 ± 16.91)

(-0.546)

ns

59.83 ± 24.77

76.97 ± 21.27

-4.201)

**

(59.82 ± 24.76)

(76.96 ± 21.27)

(-4.201)

**

PM

10.80 ± 4.230

12.13 ± 3.260

-0.666)

ns

AM

10.50 ± 6.050

11.10 ± 3.370

-0.433)

ns

AM

AAM
PM

Folic acid (μg)

Sig. (2-tailed)

(65.18 ± 17.75)

AAM

Vitamin E (mg α-TE)

4)

T-value

3)

0527.15 ± 207.51
(86.05 ± 34.33)

Vitamin A (μg RE)

After
2)

AM
AAM

9.27 ± 3.09

11.87 ± 2.400

-2.966)

*

207.49 ± 53.840

215.91 ± 66.500

-0.305)

ns

(51.87 ± 13.46)

(53.98 ± 16.62)

(-0.306)

ns

167.94 ± 52.530

178.85 ± 49.170

-0.775)

ns

(41.98 ± 13.13)

(44.71 ± 12.29)

(-0.777)

ns

190.01 ± 46.420

221.26 ± 48.760

-4.450)

***

(47.50 ± 11.61)

(55.31 ± 12.19)

(-4.447)

***

1) PM: placebo mask, AM: apple mask, AAM: apple mask + apple intake 2) Values are mean ± S.D.
Intake 4) Sig.: 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by paired t-test

3) %RI: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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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kin status change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PM

Moisture

AM
AAM

Elasticity

Pore

Sebum U-zone

38.88 ± 03.30

39.67 ± 02.67

40.38 ±0 3.70

41.63 ± 01.69
ab

40.00 ± 02.16

40.67 ± 02.87

ns

1.63 ± 01.19

3.870

ns

3.13 ± 02.73

4.580 ***

1.770

ns

2.25 ± 02.93

2.663 *

45.88 ± 05.77

.195

ns

1.13 ± 04.79

.664

b

42.00 ± 01.71

41.92 ± 03.23

6.494 **

T-value
(Initial-Final)

ns

44.19 ± 06.17

48.82 ± 07.08

50.00 ± 07.00

3.334 *

5.81 ± 08.27

2.811 *

41.08 ± 04.14

44.32 ± 05.97

46.58 ± 09.08

2.021

ns

5.50 ± 06.13

3.109 **

.603

ns

-3.50 ± 08.09

-1.224

-2.584 *
-7.453 ***

51.63 ±0 4.47

46.38 ± 04.96

.858

Final-Initial

AAM

48.75 ± 06.59

48.13 ± 08.68

ns

AM

51.44 ± 04.52

6.740 **

-5.25 ± 08.13

AAM

54.08 ± 04.85

47.94 ± 03.79

44.92 ± 03.37

15.901 ***

-9.17 ± 04.26

PM

16.25 ± 10.14

20.08 ± 12.22

19.50 ± 12.13

.256

ns

3.25 ± 12.51

.735

ns

AM

16.38 ± 08.69

18.98 ± 09.15

19.50 ± 08.37

.600

ns

3.13 ± 11.41

1.096

ns

.243

ns

-3.25 ± 11.84

-.951

ns

.130

ns

1.88 ± 10.34

.513

ns

b

46.89 ± 03.21

b

24.50 ± 17.97
41.38 ± 12.88
b

a

46.19 ± 05.22

a

26.00 ± 15.75
39.69 ± 14.71
a

a
a

21.25 ± 18.03
43.25 ± 14.22
a

9.925 ***

48.31 ± 08.87

39.31 ± 06.37

35.88 ± 08.90

AAM

43.83 ± 16.63

41.00 ± 12.47

40.75 ± 13.73

.171

ns

-3.08 ± 21.05

-.507

ns

PM

35.75 ± 16.41

30.40 ± 09.91

28.50 ± 13.66

.612

-1.201

ns

b

30.98 ± 09.20

b

-12.44 ± 08.12

-6.124 ***

AM

ns

-7.25 ± 17.07

a

4.753 *

-10.88 ± 11.74

-3.705 **

a

11.324 ***

-17.83 ± 12.22

-5.057 ***

ab

26.31 ± 09.39

a

AM

37.19 ± 11.30

AAM

43.08 ± 12.21

30.88 ± 06.43

25.25 ± 08.59

PM

09.25 ± 02.43

12.17 ± 03.07

13.38 ± 07.25

1.589

ns

4.13 ± 07.99

1.460

ns

AM

10.69 ± 02.94

11.49 ± 04.44

10.69 ± 03.50

.259

ns

0.00 ± 04.50

.000

ns

.702

ns

-2.33 ± 09.15

-.884

ns

.442

ns

-1.75 ± 34.86

.142

ns

-0.25 ± 20.73

-.048

ns

-11.83 ± 16.37

-2.502 *

AAM
PM
Sebum T-zone

a

F-value

AM

PM

Wrinkle

40.00 ± 01.93

Final

44.75 ± 05.26

AAM
Spot

Mid

PM

PM
Evenness

Period
Initial

12.58 ± 06.65
30.87 ± 27.11

12.60 ± 04.55
39.38 ± 19.81

10.25 ± 06.00
29.13 ± 20.74

AM

21.13 ± 12.16

24.44 ± 14.01

20.86 ± 15.37

.327

ns

AAM

29.17 ± 19.27

23.83 ± 12.97

17.33 ± 09.21

2.025

ns

1) PM: placebo mask, AM: apple mask, AAM: apple mask + apple intake 2) Values are Mean ± SD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paired t-test
a, 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mid and after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데, 본 연구에서는 사과의 섭취로 인해 AAM군에서는 비

가 나타났으며 AAM군의 감소효과가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

타민 B6 (p < 0.05), 비타민 C (p < 0.01), 비타민 E (p <

USDA nutrient database27)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포함

0.05), folic acid (p < 0.001)의 섭취량이 증가하였고, 4주

여부에 따라 위에 언급한 영양소들의 함량이 다른데, 사과

간 사과팩을 부착하고 사과를 섭취한 결과 거칠기가 54.08

의 껍질을 제외하면 사과 100 g당 비타민 B6는 0.041 mg

± 4.85에서 44.92 ± 3.37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사과섭취

에서 0.037 mg, 비타민 C는 4.6 mg에서 4 mg, 비타민 E

가 피부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p < 0.001). AAM

는 0.18 mg에서 0.05 mg으로 감소하고, folic acid는 껍질

군의 거칠기 감소량은 사과팩만을 부착한 AM군의 거칠기

을 포함했을 땐 3 μg을 함유하지만, 껍질이 제거되면 folic

감소량 (-5.25 ± 8.13, p < 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

acid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과를 껍질째

칠기뿐만 아니라 주름개선의 측면에서도 AAM군이 실험

1주일에 5개씩 섭취하도록 한 결과, 피부개선과 관련한 주

전에 비해 후 17.83 ± 12.22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요 영양소 섭취량의 증가가 마스크팩의 효과와 함께 피부

(p < 0.001), AM군도 실험 전과 후 10.88 ± 11.74 정도

개선에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 < 0.01), AAM군이 더 효과적

마스크팩을 단독으로 피부에 사용하는 것보다 항산화 물질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측정에 이용한 Aramo-

을 함유한 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할 때 피부개선효과를

TS는 광학영상 분석을 통해 주름의 깊이를 점수화하여 나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스크팩을 사용하지 않

타내는데, 거칠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AM군 (-10.88 ±

고 사과만을 섭취하여도 피부의 개선효과가 단기간에 나타

11.74)과 AAM군 (-17.83 ± 12.22)에서 주름감소효과

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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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조군인 PM군의 경우 사용전과 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수분과 탄력의 증가나 거칠기
와 주름의 감소를 보이는 것은 비록 유용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팩의 조제를 위해 첨가한 보습제, oil
성분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함으로써 피부 보습에 도움
을 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숙사과 추출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사과마스
크팩의 피부건강 상태 개선에 대한 임상적 효능을 확인하
고자 실시되었다. 신체 건강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placebo
mask pack (PM, n = 8), apple mask pack (AM, n = 16),
apple mask pack + apple 섭취 (AAM, n = 12)군으로 나
누어 4주간 마스크팩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참가대상자
들에게 팩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4주간의
미용마스크팩 사용결과, 피부의 수분, 탄력, 거칠기, 주름상태
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과마스크팩군인 AM과 AAM군
이 대조군인 PM군과 비교하여 피부의 수분보유정도 (AM
군: 3.13 ± 2.73, AAM군: 2.25 ± 2.93), 탄력 (AM군:
5.81 ± 8.27, AAM군: 5.50 ± 6.13)이 증가하였고, 거칠
기 (AM군: -5.25 ± 8.13, AAM군: -9.17 ± 4.26)와 주
름상태 (AM군: -10.88 ± 11.74, AAM군: -17.83 ±
12.22)가 개선되었다. 탄력, 거칠기, 주름은 사과마스크팩
의 사용과 함께 사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개선 효
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사과마스크팩의
사용은 피부의 수분, 탄력, 거칠기, 주름상태를 개선하여 피
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과마스크팩의 사
용과 함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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