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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클렌징후) 옆목라인을

3등분나누어 1회씩관리
② 귀뒤 3회관리

③ 앞목라인 2등분으로

나누어서 1회씩관리

④ 쇄골위의라인

3회관리

⑤ 쇄골아래라인 3회관리 ⑥ 턱선라인 1회관리

⑦ 가로볼 3등분나누어
1회씩관리

⑧ 세로볼 3등분나누어
1회씩관리

⑨ 비순구에서콧방울까지
3회도포후 1회관리

⑩ 이마 3회도포후
1회관리(마무리)

⚫ 21세기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아름다움에 대

한 기대 욕구도 상승하면서 외모를 관리하려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작은 얼굴과 깨끗한 피부에 대한 선

호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축소하기 위한 미용 성형수술이 성행함

⚫ 의료적인 방법과 더불어 피부관리실에서 시행되는 골근테라피, 경골마사지, 파동수기요법 등의 피부 관리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얼굴축소 및 피부상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슈가의 점성을 피부의 근막에 적용하여 반복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칭 효과를 줄 수 있

는 방법으로슈가의 천연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 관리가 용이하여 최근 수요가 늘어남

⚫ 슈가스틱을 활용한 근막관리가 안면 축소와 피부상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한 선행 연구

는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슈가스틱을 활용한 안면 근막테라피와 일반 피부관리 적용하여 안면 크기 및 피부상태 변

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슈가스틱 근막테라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30대~60대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슈가스틱 근막테라피 11명, 메뉴얼테크닉

11명을 무작위로 선정(동질성 검정 실시결과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함)

⚫ 대상자는 사전, 4회 관리 후, 8회 관리 후 안면크기 및 피부상태를 측정, 주 2회씩 총 8회 관리

⚫ 안면크기는 안면의 4개구간을 측정하였고, 피부상태는 수분, 탄력, 거칠기,모공, 색소 5항목을 측정하였음

⚫ 2021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

INTRODUTION

연구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법

❖슈가스틱 근막테라피 관리순서(실험군)

⚫ 슈가스틱 도구 : Wax me with sugar사에서 제조된 슈가페이스트와 우드스파츌라(재질:자작나무)

⚫ 안면 측정도구 : 안면 크기와 피부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면크기 측정도구로 한진코텍스 줄자를

사용하였고 아람휴비스사의 Aramo TS 피부분석기를 사용하였음

⚫ 주관적 평가도구 : 실험 후 만족도와 관련하여 관리부위의 얼굴축소효과, 피부탄력개선, 피부안색개선,

편안함, 전반적 만족도, 얼굴모습달라진 정도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음

A : 콧방울가쪽점(③)→귀구슬점(①)

B : 콧방울가쪽점(③)→귀바퀴아래점(②)

C : 입아귀점(④)→귀바퀴아래점(②)

D : 턱끝점(⑤)→귀바퀴아래점(②)

A

B

C

D

⚫ 본 연구에서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분석으로 독립 T-검정 및 빈도분석, 

공분산분석, 일원배치분석을 실시하였음.

⚫ 8회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A구간(p〈0.05), B구간(p〈0.05)의 크기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매뉴얼 테크닉은 유의한 변화가 없음.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A구간(p〈0.001), B구간(p〈0.05),

C구간(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에 비하여 더

축소되었음

A구간에대한집단 간처치효과

C구간에대한집단간 처치효과

B구간대한 집단간처치효과

D구간에대한집단간 처치효과

⚫ 피부 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8회 관리 후에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수분(p〈0.001), 탄력(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기 매뉴얼테크닉은 거칠기(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수분에대한집단간처치효과

거칠기에대한집단간처치효과

탄력에대한집단간처치효과

모공에대한집단간처치효과 색소에대한집단간처치효과

⚫ 슈가스틱 근막테라피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균이 최소 4.27

에서 최대 4.55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얼굴축소효과, 피부탄력개선,

피부안색개선, 편안함, 전반적 만족도 모든 문항에 대하여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에

비하여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0001)

⚫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안면크기 및 피부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8주 관리 후 안면

크기가 수기 매뉴얼테크닉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축소되어 안면축소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피부상태는 8주 관리 후 수분과 탄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수기 매뉴얼테크닉과 차이는 없었음

⚫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에 비하여 주관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음.

⚫ 이상의 결과에서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얼굴축소 및 피부개선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만족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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