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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1월15까지 35~55세의 중년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

다. 실험군에는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대조군 10명의 여성들에게는 평소 사용하는 이온수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미스트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Janus 안면진단기(주. 피에스아이)로 피부에 조사

하여 광원의 차이에 따라 관찰 되는 모공, 주름, 탄력, UV색소침착, 색소침착, 피부톤을 측정하였다. 실험전 클렌

징을 하고 10분간 안정한 뒤 안면진단기로 촬영을 하였고, 진여수클린미스트 사용 후 7일에 1회씩 총 4회 촬영

이 진행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 21.0을 활용하여 실험에 참여한 두 집단 간 실험 전 데이터와 

실험 후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야누스III의 데이터 분석자료에서 분석

수치는 평균연령의 데이터를 기본값으로 하였으며 0(zoro)에서 숫자가 증가할수록 나이에 비해 개선이 요구된

다. 분석결과, 진여수이클린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집단에서 모공(t=3.280, p<.01), 주름((t=4.353, p<.01), 탄

력(t=3.003, p<.05), 피부톤(t=3.280, p<.01)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색소침착과 UV색소침착과 피부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진여수클린미스트, 모공, 주름, 탄력, 피부톤, 안면피부개선

Abstract In this study, 20 middle-aged women aged from 35 to 55 were studied from October 12, 2020 

to November 15, 2020 to find out the effects of improvement of facial skin of Jinyeosoo Clean Mist. 

Among the 20 participants, 10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10 control group. The Janus 

facial skin scope system (PSI Co.) used on the skin to measure pore, wrinkles, elasticity, UV 

pigmentation, and skin tone observed depending the difference in light sources. The facial examination 

took place 10 minutes after cleansing to stabilize and a total of 4 examinations were carried out after 

every week of using Jinyeosoo Clean Mist for 4 weeks. For statistical processing, SPSS statistics program 

21.0 was utilized to compare the mean averages of pre-experimental and post-experimental data from 

the above two groups – the experimental group that used Jinyeosoo Clean Mist (hydrogen ion mist) 1 

and 2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use the subject products – and the corresponding sample 

t-test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up that used Jinyeosoo Clean Mist showed difference 

in pores (t=3.280, p<.05), wrinkles (t=4.353, p<.01) and elasticity (t=3.003, p<.05), skin tone(t=3.280, p<.01) 

und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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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뷰티산업은 화장품과 뷰티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며,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객의 구매행위와 심미적 요인을 상품화한 포괄적인 

유통산업을 의미한다[1]. 

공중보건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건강한 삶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피부

미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명연장에 따른 육

체의 노화 지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

다. 사람들이 항노화(Antiaging)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 

중에는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을 사용함으로

써, 인간의 외모적 만족감과 심미적 안정에 의한 삶의 

질의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화장품의 선택은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되

며, 주로 매스미디어의 광고에 노출된 오프라인 시장의  

판매와 온라인을 통하여 나라와 지역구분 없이 구매하

게 된다. 화장품의 소비패턴은 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

품등이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

의 트랜드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의 화장품시장 확대는 

화장품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두 되고 있

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화장품법(제1장 총칙 제2조)에 ‘화장품이

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

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

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

미한 것을 말한다.’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피부의 

미백과 주름 개선 등,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2].

화장품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데, 그 어원은 ‘잘 꾸며진’ 이라는 뜻이다. 화장의 행위

의 정의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를 올바르게 손질하

고,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조화장품으로 얼굴의 

색을 부여하여 얼굴의 결점을 보안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코스메틱은 에스테틱과 같은 

의미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과 이를 이용하여 아름답

게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미용의 목적과 필요성도 새롭게 인

식되고 있다[4].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들은 고유의 퍼짐성, 흡수

율, 향, 보습력과 지속력 등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들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생애 동안 사

용되어지는 화장품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화장품의 과다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과 

피부자극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대안과 방법

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0월 18일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

행되면서 국내화장품에 있어서도 화학적 원료를 줄이

려는 시도와 웰빙적 삶의 방식에 따른 천연원료를 사용

하여 제조하려는 화장품의 경향이 나타났다[5].

현대인들의 피부에 화장품 과다성분 사용, 환경오염

과 독성물질, 미세먼지, 화장품잔여물, 수분부족 등의 

피부장벽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체의 삼투압(OSMOSIS)에 최적화된 물로

서 피부정화효과를 나타내는 이온수 성분의 수분공급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온수는 전해수라고 하며 

물에 전기적인 힘을 가해서 생산되는 물이다. 인체 전

기기전에 의하면 (+)극의 산성이온수는 수렴작용이 있

고 피부를 수축시키며 진정 효과를 준다. (-)극의 알칼

리 이온수의 경우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

며 인체 흡수력이 높아 피부 깊이 침투하여 노폐물 등

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6].

이에 피부의 삼투압과 피부 정화 및 수렴작용에 효

과적인 성분으로 클린미스트1(수소이온수 H+, pH 

3.5)과 클린미스트2(수산화 이온OH-, pH 10)를 개발

하였다[7].

음용수와 같은 수질인 클린워터를 이용한 선행연구

의 결과 클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피부의 자정력과 자

생력을 높여주는 방법임 알 수 있었다[8].

중년 여성들의 피부의 상태는 내분비계의 변화로 인

한 호르몬 분비의 감소, 진피의 구성요소인 탄력섬유, 

교원섬유 및 세포간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세포의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여 건조하고 예민해진다. 피부 구조

의 변화로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는 평평해지며 결합조

직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감소하며 피부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모공이 확장된다. 표피 내에 존재하는 랑게르

한스 세포의 기능 감소로 면역기능 저하 및 멜라닌세포

의 감소에 의한 자외선 보호 기능저하로 색소침착이 나

타난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면피부의 가시적인 노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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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중년여성을 실험군으로 하여 3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체의 미세전기삼투(electro- 

osmosis)에 도움이 되며, 계면활성제와 유분이 포함되

지 않은 순수 이온수인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하여 

중년여성의 안면피부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안면피부의 모공, 주

름, 탄력, 색소침착, UV색소침착, 피부톤에 대한 실증

적 분석을 위하여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한 그룹(실

험군)과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그

룹(대조군)으로 구분하여, 그룹 간의 피부의 모공, 주름, 

탄력, 색소침착, UV색소침착, 피부톤의 변화에 대한 차

이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재료

연구에 사용된 제품은 이온수 미스트로서 OH-수

산화이온성분미스트1과 H+수소이온성분미스트2로 1

번은 정화기능을 하고, 2번은 수렴작용을 하는 기능성 화

장품이다. 이는 피부의 방어기능인 베리어존(barrierzone)에

미세전기삼투(electro-osmosis)를 이용한 극간효과를 높

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온수요법의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하였다[10]. 진여수클린미스트는 제품의 고유명사이

며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시험성적서 IW-190146번호를 

받았다. 분석 일시는 2011년 7월 22일, 시험환경은 온도

는24~26℃, 상대습도는 59% R.H.분석방법은 음용수 

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제2011-21호)에 맞추었

고, 시험항목은 57항목이다.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클린

미스트1,2는 Ca, K, Mg, Na등의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2.2 연구대상

모집군은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 및 직장을 가진 희

망자로 35~55세의 노화피부의 중년여성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안면부위에 피부노화의 조직학적 변

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35세를 기준으로 노화피부

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11].

2.3 연구기간

2020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1월15까지 35~55

세의 중년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군과 대조

군을 나누어 10명은 실험군, 10명은 대조군으로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2.4 연구방법

실험군에는 진여수이온수미스트1,2를 2회 분사하도

록 하였으며 대조군 10명에게는 평소 사용하는 이온수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화장수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였

다. 화장수의 사용은 1일 2회, 아침과 저녁 세안 후 사

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단 연구가 시작된 후

에는 다른 관리는 피하도록 하였고, 실험 기간 중 금식

이나 다른 여타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메이크업 화장

을 하는 경우 스킨로션 단계에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이 

사용하는 화장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5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야누스 안면진단기(JANUS III / 

PIE.Co.LTd. / Suwon / South KOREA)는 일반광

(Normal light), 편광(Polarized light:PL), 자외선광

(Ultraviolet light; UV)을 피부에 조사하여 광원의 차이에 

따라 관찰 되는 모공, 주름, 탄력, 색소침착, UV색소침착, 

피부톤을 측정하는 장비이다[12]. Janus 측정값은 10000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령대의 평균을 0(zore)으로 하는 

진단수치를 나타내며 이수치는 0보다 낮으면 젊은 피

부이고, 0보다 높을수록 연령에 비해 노화피부로 개선

이 필요한 수치이다. 실험자의 얼굴에 클렌징을 실시하

여 세안된 후 10분간 안정시킨 뒤 진단 촬영을 하였다. 

진여수클린수미스트 사용 후 7일에 1회씩 총 4주간 4

회 진행하여 안면피부의 각 요소마다 나타낸 데이터 값

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

내 온도 26±1℃, 습도는 50±5%가 유지된 실내환경

에서 실행하였다.

2.6 통계학적 자료

본 연구에서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 21.0

을 활용하였다. 진여수클린미스트을 사용한 집단[실험

군]과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을 사용하고 진여수클린미

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대조군]의 모공, 주름, 탄력, 

색소침착, UV색소침착, 피부톤의 실험 전 데이터와 실

험 후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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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35~55세의 중년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 10명에게는 

진여수이온수미스트1,2번을 2회 분사하도록 하였으며 

대조군 10명에게는 평소 사용하는 이온수 성분을 함유

하지 않은 화장수를 사용하도록 진행한 실험의 집단 간

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pore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P
o
re

S
a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6.90 5.45

1.353 0.209
after 

treatment
5.30 7.45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5.30 1.50

3.280 0.010*
after 

treatment
3.70 1.70

* : p<.05, ** : p<.01, *** : p<.001

* : p<.05, ** : p<.01, *** : p<.001

Fig. 1. Effects on pore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위의 Table 1과 Fig. 1은 워터테라피 제품의 사용그

룹과 대조그룹 전과 후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공의 크기는 피지 분비량의 증가와 나이 및 남성호르

몬(Testosterone, Androgen)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

인다.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 호르몬 수치의 변화에 

의해 모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건성피부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고르며 모공이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외용연고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큰 모공을 볼 수 있

다. 남성의 경우 Testosterone과 Androgen의 영향으

로 지성피부의 특징인 피지분비와 넓은모공, 두꺼운 피

부상태로 보여진다[13].

이 연구의 실험 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공 비교 

분석 결과 실험군에서 모공의 변화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실험군에서 t=3.280, P값이 0.010로 (P<0.01**)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공의 크기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나 클

린워터를 사용하여 모공과 한선에 미세수분이 깊이 침

투하였고, 클린미스트1(수산화이온)의 피부모공에 정화

작용과 클린미스트2의 수렴효과로 모공의 사이즈 개선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wrinkle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W
rin

kle

S
a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0.70 4.19

0.832 0.427
after 

treatment
-0.30 5.01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0.30 6.00

4.353 0.002**
after 

treatment
-3.70 5.73

* : p<.05, ** : p<.01, *** : p<.001

* : p<.05, ** : p<.01, *** : p<.001

Fig. 2. Effects on wrinkle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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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Fig. 2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후 

주름항목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실험군의 결과는(t=4.353, 

p<.01)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못 하였다.

피부의 잔주름은 표피성 주름이며 기저층에 존재하

는 Keratinocyte의 재생으로 케라틴세포가 각질층으

로 이동하여 탈락하는 주기(28일)가 느려지면, 세포재

생능력이 저하되어 각질층이 두꺼워진 결과로 표피성 

주름의 형성이 보여진다[14]. 깊은 주름은 진피의 섬유

아세포(fibrobrast)의 기능저하로 히아루론산, 뮤코다

당류, 콜라겐, 엘라스틴의 재생이 느려지므로 진피조직

의 변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기적인 수분 부족 현상

도 표피와 진피의 결체조직의 구조와 내부환경에 영향

을 준다. 이는 일반적인 물을 사용한 화장수와 달리  클

린미스트가 삼투압(Osmosis)을 통하여 충분한 수분 공

급으로 표피 주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

되며, (p<.01**) 99% 신뢰수준에서 효과적인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elasticity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E
lasticity

S
a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0.20 7.31

0.286 0.781
after 

treatment
-0.50 12.42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3.40 8.31

3.003 0.015*
after 

treatment
-4.50 9.48

* : p<.05, ** : p<.01, *** : p<.001

Table 3과 Fig. 3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후 

탄력항목의 통계분석 결과 실험군에서(t=3.003, p<0.015)

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피부의 탄력요소로 Tonus, Turgor들 수 있고, 피부 

진피를 이루는 connective tissue 중 elastin의 상태

에 관계되고 신체의 탄력성을 결정 지으며 근육의 긴장

감을 만든다.

피부세포의 대사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노폐물을 제

대로 배설하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내에 독

성물질이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elastin과 결합조직의 

조기 노화를 가져온다.

피부는 나이증가에 의한 노화로 탄력성이 저하되면 

피부의 보습상태도 저하되어 피부가 늘어진다. Turgor

는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키고 상해로부터 피부를 보

호하는 요소로 보습 함유량이 감소하고, 건조가 심화되

면 귀 아래 부분과 눈밑 근육이 처짐이 나타난다[15].

본 연구에서 클린미스트 사용군에서의 변화는 표피

층의 래인방어막(barrier zone)의 전기적 삼투(electro

-osmosis)를 통한 기저층 및 기저세포의 미세순환에 

관계된 혈행 개선과 피부 대사활동의 증가로 인한 탄력

성의 회복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진여수클린미스트 

사용이 피부탄력에 (p<.015*)로 95% 신뢰수준에서 효

과적인 화장품임을 알 수 있었다.

* : p<.05, ** : p<.01, *** : p<.001

Fig. 3. Effects on elasticity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pigment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P
ig

m
e
n
ta

tio
n

S
a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0.70 7.19

-0.408 0.693
after 

treatment
1.10 5.44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6.90 7.20

1.735 0.113
after 

treatment
4.80 7.39

* : p<.05, ** : p<.01, *** : p<.001

Table 4와 Fig. 4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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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침착 항목의 통계분석결과가 각각(t=-0.408, 

p>0.693),(t=1.735, p>.0.113)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과 대조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 : p<.05, ** : p<.01, *** : p<.001

Fig. 4. Effects on pigmentation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색소침착은 태양 광선에 피부의 노출 시 방어 기전

으로 기저층의 멜라닌생성세포(Melanocyte)에서 멜라

닌이 생성되어 피부 표면에서 각질층으로 도달하게 되

고, 멜라닌에 의해서 검은 피부로 보이게 된다.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침착은 자외선 의해서 멜라닌 생성

이 증가하거나 멜라노사이트(melanocyte)의 활동성에 

의해 발생한다. 멜라닌색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

의 손상을 일으키는 프리라디컬(free radical)을 흡수

한다. 때로는 멜라닌 구조 내의 카데콜(catechol)이나 

퀴논(quinone)에 의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거나 산화

시키고 멜라닌 자체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16]. 색소침착은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주름형성과 피

부의 건조화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이에 4주 

동안의 실험기간은 피부노화를 동반한 색소침착의 개

선에는 짧은기간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음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uv-pigmentation 요소는 유전적 광보

호 인자 내에 유전적 변이가 있는 유전자형의 사람에게 

피부의 광보호 효과가 감소하며, 자외선 손상으로 인한 

광노화가 일어나기 쉽고, 태양에 대한 민감성으로 

uv-pigmentation이 나타난다.

uv-pigmentation의 회복이 느린 경우 일광화상에 

취약하게 되며 유전적인 소인의 의하여 DNA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조직이 회복되지 못하거

나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 uv-pigmentation수치는 

유전적인 인자를 가진 사람의 자외선에 인한 피부손상

의 방어기능을 평가 할 수 있다.

Table 5와 Fig. 5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후 

색소침착 항목의 통계분석 결과가 각각 (t=-0.935, 

p>0.374),(t=1.658, p>0.132)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과 대조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에 4주 동안의 실험기간은 피부노화를 동반한 유

전적 광보호인자내에 유전적 변이의 지표인 uv- 

pigmentation의 개선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음 알 수 있었다.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Uv- 

pigment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U
v-

p
ig

m
e
n
tatio

n

S
a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7.30 8.53

-0.935 0.374
after 

treatment
8.60 6.27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12.9 10.11

1.658 0.132
after 

treatment
9.50 9.92

* : p<.05, ** : p<.01, *** : p<.001

* : p<.05, ** : p<.01, *** : p<.001

Fig. 5. Effects on uv-pigmentation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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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피부톤은 멜라닌, 헤모글로빈 및 카로틴의 

양, 각질의 균일도, 지질량, 수분량, 세포의 밀도, 피부

의 혈관 분포 등의 의해서 결정된다. 피부톤은 pale, 

rosy-pale, light, normal, tan, deep-tan으로 스팩

트럼으로 분류된다. 카로틴색소가 많을 경우 황색이 나

타나고 유전적인 변이가 있을수록 노란톤이 나타난다.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피부가 투명하거나 혈색소가 

비쳐 분홍빛 피부톤으로 측정되며, 유전적 변이를 가지

면 붉은톤이 나타난다[17].

유적적인 인종적인 소인이 짙으므로 본인들의 피부

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Skintone 

in the experimental and sample group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reatments M SD t p

S
kin

to
n
e

S
a
m

p
le

 

g
ro

u
p

before  

treatment
7.20 3.79

-1.078 0.309
after 

treatment
7.60 3.47

C
o
n
tro

l 

g
ro

u
p
 

before  

treatment
7.40 1.50

3.280 0.010*
after 

treatment
6.70 1.70

* : p<.05, ** : p<.01, *** : p<.001

* : p<.05, ** : p<.01, *** : p<.001

Fig. 6. Effects on Skintone variation on following 

treatments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using "JinYeosu 

clean mist“ products

Table 6과 Fig. 6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전후 색

소침착 항목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대조군은 (t=-1.078,

p>0.309)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군에

서(t=3,280, p<0.01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유전적인 변이를 가진 피부톤의 변화는 장기

간의 환경적 변화에 의하여 유전적인 타입이 변할 수 있

으나 각질층의 혈액순환과 미세수분공급으로 인한 멜라

닌 색소의 환원작용으로 인해 실험군에서 p=0.010의 

(p<0.01)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진여수클린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집단에

서 모공(t=3.280, p<0.01), 주름(t=4.353,  p<0.01), 탄

력(t=3.003, p<0.05), 피부톤(t=3.280, p<0.01)에서 통

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색소침착과 UV색소침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워터테라피 제품은 모공, 주

름, 탄력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여수클린미스트의 안면피부개선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1월15까지 35~55세의 중년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실험군 10명에게는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대조군 10명의 여성들에게는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이온수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미스트제

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화장수의 사용은 1일 2회

로, 아침, 저녁 세안 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Janus 안면진단기기(주.피에스아이)로 

일반광(Normal light), 편광(Polarized light:PL), 자

외선광(Ultraviolet light; UV)을 피부에 조사하여 광

원의 차이에 따라 관찰 되는 모공, 주름, 탄력, 색소침

착, UV색소침착, 피부톤을 측정하였다. 실험 전 클렌징

을 하고 10분간 안정한 뒤 안면진단 촬영을 하였고, 진

여수클린미스트 사용 후 7일에 1회씩 총 4회 촬영을 

진행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 21.0을 활용하여 실

험에 참여한 두 집단 간의 진여수클린미스트(수소이온

미스트)1,2 제품을 사용한 집단[실험군]과 평소 사용하

던 제품을 사용하며 진여수클린미스트를 사용하지 않

은 집단[대조군]의 실험 전 데이터와 실험 후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야누스III의 데이터 분석 자료는 분석 시 평균연령의 데

이터를 기본값으로 0(zoro)에서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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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상태이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나이에 비해 개선이 

요구된다.

분석결과, 진여수클린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집단에

서 모공(t=3.280, p<0.01), 주름(t=4.353, p<0.01), 탄

력(t=3.003, p<0.05), 피부톤(t=3.280, p<0.01)에서 통

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색소침착과 UV색소침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논문인 “물분사기 피부관리요법의 개발과 보

습 및 주름개선에 미친 효과”의 연구 결과는 입둘레

근 주변의 주름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T존 및 

U존 피지의 감소로 정화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논문의 경우 연령층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

며 반면 본 연구에서는 35세이상 55세이하의 연령층인 

노화피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모공, 주름 이외의 탄

력과 피부톤에도 유의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진여수클린미스트는 모공, 주름, 탄력, 피부

톤에 유효성을 나타내어, 중년여성의 안면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사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여수클린미스트가 현대인들의 피부에 화장품 

과다성분 사용 및 환경오염과 독성물질, 미세먼지, 화장

품잔여물, 수분부족 등의 피부장벽을 위협하고 있는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분공급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여성 

20여 명의 실험군으로 연구한 바 중년 여성 전체로 일

반화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과 실험군

의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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