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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이면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기에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이슈화되

고 있으며,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신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염증반응, 장벽손상 등 여러 가지 피부 건강 문제를 유

발하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다(Kim, 2019). 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행동이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미세먼지

와 관련된 피부건강관리 행위는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체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각종 질환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인들

이 느끼는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01월 12일까지이며, 불성실한 응

답 없이 총 502부의 설문을 통계 처리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Lee(2020), Choi(2018)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2가지 변인으

로 구성하여, 질문지 형식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44.2%, ‘여자’가 55.8%이었으며, 연

령은 ‘20대’가 31.1%, ‘50대’가 25.3%, ‘40대’가 21.9%, ‘30대’가 21.7%이었다. 학력은 ‘대

졸’ 69.7%, ‘고졸’ 20.5%, ‘대학원졸’ 9.8% 순이었고 , 결혼여부는 ‘기혼’이 53.2%, ‘미혼’

이 46.2%, ‘기타’가 0.6%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25.5%, ‘전문직’이 22.7%, ‘영업, 서비스직’

이 14.9%, ‘학생’이 13.1%, ‘주부’가 9.8%, ‘자영업’이 9.6%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귀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

까?’(M=4.31), ‘귀하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

까?’(M=4.25)순으로 평균이 높았다(Table 2).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값

을 Hong(201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

에 비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미

세먼지의 위험성이 일상생활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본 연구는 현대인들의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에 적합한 피부건강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미세먼지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전략적 정보 안내가 필요하며, 관련 화장품 개발 및 마케팅, 피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이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는 의식의 제고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부건강관리의 지식과 태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행위가 실천되

면 모두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국민 건강 및 새로운 피부미용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길 기대해본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Table 2.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3. 피부건강관리 행위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화장품의 사용은 ‘귀하는 기초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

기초관리를 하십니까?’(M=3.76), ‘귀하는 피부건강을 위해 세안제를 신경쓰십니까?’(M=3.56) 순

으로 평균이 높았고, 전문적인 피부관리는‘귀하는 피부 문제가 생기면 피부관리 전문가를 찾습

니까? ’ (M=2.85), ‘귀하는 피부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용 팩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십니

까?’(M=2.80)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영양 및 운동관리는 ‘귀하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십니

까?’(M=3.83), ‘귀하는 비타민 및 건강식품을 챙겨드십니까?’(M=3.41)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

났다(Table 3).

Table 3. Skin Health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Use

of Cosmetics 

Do you do basic skin care using basic cosmetics? 3.76 1.03

Do you always use sunscreen when going out? 3.46 1.33

Do you purchase cosmetics through expert advice? 2.71 1.10

Do you look at the ingredients of cosmetics and choose according to your skin type? 3.26 1.11

Do you care about cleansing products for skin health? 3.56 1.10

Do you use functional products related to wrinkles, whitening, and pores? 3.27 1.22

Professional

skin care 

Do you seek a skin care specialist if you have skin problems? 2.85 1.16

Do you regularly visit the skin care room for skin health care? 2.24 1.09

Do you regularly use Facial mask for skin health care? 2.80 1.11

Do you use aroma oil for skin health care? 2.15 .98

Nutrition and

Exercise 

management

Do you exercise regularly? 3.13 1.13

Do you walk as much as you can? 3.83 .96

Do you take care of your meals to take care of your skin? 2.54 1.06

Do you ea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ith your meals? 3.20 .97

Do you take vitamins and health foods? 3.41 1.15

Do you drink more than 2L of water per day? 2.93 1.10

Do you try to get a balanced nutrient intake at one meal? 3.19 .98

Skin Health Management Behavior 3.08 .70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affects your health? 4.31 .71

Did you know that particulate matter is a class 1 carcinogen designa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3.52 1.18

Did you know that the “Domestic particulate matter Special Act” was designated in 2019 as a 

policy to reduce fine dust by the government?
2.81 1.20

Do you think the media reports and risk assessments related to the human health of particulate 

matter are appropriate?
3.27 .95

Do you think that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is bad for your skin? 4.25 .77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causes pigmentation? 3.44 1.04

Do you think that particulate matter causes symptoms such as stinging of the skin? 3.77 .99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affects skin aging or wrinkles? 3.79 .96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causes skin cancer? 3.68 .93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3.65 .63

Sortation Frequency(N) Percen(%)

Gender
Male 222 44.2

Female 280 55.8

Age

20's 156 31.1

30's 109 21.7

40's 110 21.9

50's 127 25.3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03 20.5

college graduation 350 69.7

Graduate graduation 49 9.8

Marital

Status

single 267 53.2

married 232 46.2

Etc 3 .6

Total 502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