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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kin & health
care behavior of golf majors affect their self-esteem through
understanding the effect of UV on skin. Methods: A survey targeting
400 golf majors of Seoul and Chungcheongbuk-do was conducted
to evaluate awareness of sunscreen and the effect of skin & health
care behavior on self-esteem according to each athlete group. 344
surveys were analyzed and 56 improper responses were excluded.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ncluding students majoring in
golf, amateur players, and professional players, to investigat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kin & health care behavio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ed in each group in almost all features
related with skin & health care behavior. Second, concerning hazard
awareness of UV and awareness of sunscreen, distinct features were
found out in each group: awareness on harmfulness of UV and skin
problems such as pigmentation·freckle·age spot (p<.05); blackening
phenomena·skin cancer·xeroderma (p<.01); and sunburn·red
spot·blister·spot·burn (p<.001). Finally, questionnaires on skin
& health care behavior were decomposed into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cosmetics selection & use, and lifestyl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 health care behavior and self-esteem
in each group. Conclusion: As a result, cosmetics selection & use, and
lifestyl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in golf students
group (p<.05). Moreover, lifestyl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in professional players group (p<.05).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skin care behavior in daily lives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Keywords: Skin & health care behavior, Self-esteem, Hazard
awareness of UV, Sunscreen, Golf majors

Introduction

2006). 이같은 피부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로 외부환경적인 요인인 자외선과 오염된 공기, 바람, 기온변화

피부는 외부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큰 신체기관으로

및 건조한 공기 등은 피부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을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피부는 외

요소이다(Yoon, 1996). 또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피로

부로부터 내부기관을 보호하고 피부 생리작용에 의한 분비 및

에 의해 피부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체의 거울과 같다.

물질의 흡수, 호흡작용, 비타민 D 생성작용 등 신체의 정상적

피부는 상태에 따라 신체 내부의 질병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인 활동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Choi et al .,

신체의 내, 외적인 건강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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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Lee

욕구 및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더불어 더욱 증대되고 있는

et al ., 2011). 또한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라는 점에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점차 높아지는 골프선수들의 미용에

서 피부건강관리는 신체와 피부가 가진 모든 기능을 완전히 유

대한 관심도에 비해 피부미용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심

지시켜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게 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운동선수들의 피부건강

높인다(Kim, 2006).

관리행동에 대한 차이규명과 더불어 자외선 차단에 대한 실태

피부건강관리행동은 외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내적으로 자신의 개성에 대한 자존감을 통해

조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피부건강관리행동이
가능하도록 뷰티시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방식을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학적 관점에서 골프전공자

포함하는 개념이다(Eckstein & Itzhak, 1994). 피부건강관리

들의 자외선 차단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

행동은 피부관리의 전문성과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 피부자

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골프전공자들의 피부건강관리행동

가관리의 형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태도 등으로 설명된다.

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즉 피부건강관리행동이란 각 개인의 피부타입에 따른 미용상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환경에서 골프선수와 지도자, 캐디 및 골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손상피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

프장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부를 언제나 새롭고 젊은 세포로 형성되도록 피부 건강유지

건강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및 미안술을 응용하여 피부의 미와 건강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의가 있다. 또한 자외선의 노출이 빈번한 골프전공자들이 피부

(Park, 2015). 또한 Kim (2008)은 피부지식이 높을수록 피부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피부관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리행동의 상관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현대인들은 피부를 위해

골프전공자에 대한 피부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할 필

각 개인별로 자신만의 피부관리법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밝혔

요가 있다.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사회는 웰빙트랜드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 연구대상자를 골프전공학생,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집

욕구의 증가로 인해 여가활동으로서 다양한 외부활동 및 스

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자외선 유해성 인식 및 자외선 차단

포츠나 여행 등 야외활동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

제 인지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한다.

상은 곧 자외선에 대한 피부노출이 늘어나면서 피부자극 및

- 연구대상자를 골프전공학생,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집

광노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식품의학품안전평가

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 대한 차이점을

원에 따르면 광노화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노화가 발생함

분석한다.

을 의미하며, 광노화에 의한 피부문제는 색소침착 및 피부탄
력저하, 주름발생, 피부민감도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각 집단별 연구대상자의 피부건강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고 지적하였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광노화 질환의 증가
에 대한 원인으로 골프 및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자외선에 대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 장시간 노출을 꼽았으며, 매일 1시간 이상 자외선 노출이
되는 직업군에 있어 자외선 차단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

1) 자외선차단을 통한 피부건강관리 행동

장했다. 특히 운동전공자들 및 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

자외선은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외선에 장

해 피부건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동 종목별 특성

시간 노출 시 광노화 및 홍반과 수포 등의 피부장애, 백내장과

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외선 노출의 양이 높을 것으로

같은 안과 관련 질환, 면역기능약화 등 피부 뿐 아니라 건강에

사료된다. 특히 골프전공자의 경우 열과 더위, 자외선 등과

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레저활동

같은 외적 요인이 높은 야외 스포츠를 고강도로 행하고 있으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체의 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아

므로 이러한 외적 요인이 높은 스포츠에 있어 안면피부에 미

져 피부유해효과가 부각되고 있다(Lee, 2008). 이같은 상황에

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골퍼들은 게

서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자외선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와 차단

임을 하는 동안 다섯 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햇빛을 마주하고

제의 효과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Yoon

있어 자외선에 의한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Gravel,

et al . (2011)은 남녀 대학생의 자외선에 대한 인지도 및 자외

1997).

선 차단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령별로 세분화된 자

이처럼 자외선에 노출빈도가 높은 골프선수들의 피부건강

외선 차단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미용을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위한 자외선차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물질의 효과를 증명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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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im & Lee (2014)은 멜라닌

차단실태에 대한 연구는 건강신념 및 확신모델을 통해 자

생성과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한방추출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선차단행동과 골프웨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Sung &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미백소재에 대한 개발을 주장하였

Jeon (2005)의 연구가 있다.

다. 솔잎 발효액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증명한 Han & Yi

따라서 이 같은 연구동향을 종합해 볼 때 운동선수들의 자외

(2012)의 연구와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선 위험성에 대한 의식 제고와 더불어 운동 상황에 따른 세분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힌 Jang & Choi (2015)의 연구를 통해

된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 연구 및 피부관리행동을 위한 지속적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연구 등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다양한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
2) 자외선 인식에 따른 운동과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Methods

운동과 자외선에 대한 연구는 운동장소에 따른 피부상태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Lee (2007)는 실외운동 시

1. 연구대상 및 기간

자외선이 피부 자외선의 침투를 통해 피부가 그을리고 콜라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충청남도 소재 골프전공 대학생

겐과 엘라스틴의 변성을 일으켜 탄력의 감소와 주름을 발

400명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골프전공

생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Kim (2014)은 실외 운동 시 바

학생과 선수 군에 따라 피부건강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람, 자외선, 공기, 온도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 작용하여 피

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

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부건강

한 56명을 제외한 344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관리행동은 피부의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 건강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한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Bae et
al ., 2003; Lim et al ., 2011)은 운동선수들과 일반대학생

2. 연구방법

들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운동

본 연구의 설문도구 중 자외선 유해성 인식 및 차단제에 관한

선수집단이 일반대학생보다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문제가 있

인지도에 관한 13문항은 Rhie & Im (2013)의 연구 및 Kim &

는 것을 보여주었다. Lee (2007)의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자

Yoon (2006)을 중심으로,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20개 문항

외선에 노출된 운동선수들의 피부는 그렇지 않은 동일 나이

은 Kim (200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의 비교 집단보다 광노화 진행이 빨랐으며, 피부관리에 대

구성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10개 문항은 Kim (2008)

한 인식은 비교 집단보다 낮았다. 또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Table 1은 연구의 구성

도 연령이 낮은 선수일수록 피부 관리에 소홀하다고 하였

을 나타낸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부건강관리에 취약한 운동선수들의 피부 건
강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운동선수들의 삶의 질

3. 자료분석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Choi, 2010). 운동과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피부건강관리행동 관련 연구로 Kong (2013)은 등산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

에서 자외선과 피부와의 관계를 통해 등산 운동 전용 자외

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X²)을 실시하여 알아보았

선 차단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Namgoong et al .

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분류에 따라 집단 간 자외선의 유해성

(2014)은 등산활동이 40대 남성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

인식 및 자외선 차단제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산

해 이들이 상대적으로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사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특히 집단별 연구대상자의 피부

실과 더불어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빈도가 낮으

미용건강관리행동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마

며, 피부손상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

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분류에 따른 피부미용건강관리행동과

산운동과 마찬가지로 골프장과 같은 야외 운동에서 자외선

자아존중감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1. The scope of survey
Categor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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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kin & health care behavior, Hazard awareness of UV, Awareness of sunscreen,
Self-esteem
Students majoring in golf, Amateur player, Professional player (KPGA, KLPGA),
Skin & health care behavior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Selecting & using cosmetics,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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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피부건강관리행동

Results and Discussion

Table 4는 각 연구대상자별로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부건강관리행동

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각 집단별로 정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적 피부관리실 방문과 피부건강을 위한 비타민 복용에 차이

Table 2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타나낸 표로 연

가 있었으며(p<.001),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피부

구대상자 344명을 골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 순환 및 대

로 나누어 학년과 월소득, 골프연습시간과 피부관리비용에

사촉진을 위한 마사지 시행에서 각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해 분석하였다. 월소득의 경우 각 집단별 차이가 있었으

(p<.01). 그리고 전문가 조언에 따른 피부타입별 화장품 사

며, 아마추어선수 및 프로선수 집단이 골프전공학생에 비해

용 및 규칙적인 팩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각 집단별 차이가

각각 더 높은 소득이 있음이 나타났다(p<.001). 또한 피부관

있었다(p<.05). 각 항목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 결과, 정

리비용 역시 골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간 차

기적 피부관리실의 방문에 대해 골프전공학생이 아마추어선

이가 있었다(p<.05). Kim (2006)의 연구에서 월소득이 낮을

수와 프로선수와 비교해 선호도가 더욱 낮았으며, 이는 운

수록 피부건강관리행동 점수가 낮은 점을 보인 것과 유사하

동경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피부관리에 소홀한 결과를 보인

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들어가는 비용

Lee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출

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골프전공학생 및 선수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마추어선

집단 간 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며 피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수와 프로선수가 골프전공학생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인 바,

역시 집단별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이는 운동경력에 따른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체계적 연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의 수준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화장품 사용

고 사료된다. 골프연습시간의 경우 프로선수가 골프전공학생

에 있어 아마추어선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및 아마추어선수와 비교했을 때 오전과 오후 시간을 골고루

피부건강을 위한 비타민의 복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골프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공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마사지 시행여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s
N
Variable

Gender

Grade

Category
Male

Practice times

Average
monthly skin
care costs
(unit: won)

Amateur
player

Professional
player

Persons(%)

105(74.5%)

76(73.1%)

62(62.6%)

243(70.6%)

Female

36(25.5%)

28(26.9%)

37(37.4%)

101(29.4%)

1

49(34.8%)

25(24.0%)

21(21.2%)

95(27.6%)

2

40(28.4%)

39(37.5%)

35(35.4%)

114(33.1%)

3

27(19.1%)

30(28.8%)

27(19.1%)

81(23.5%)

4

25(17.7%)

10(9.6%)

25(17.7%)

54(15.7%)

4(2.8%)

0(0%)

0(0%)

4(1.2%)

301-400

40(28.4%)

15(14.5%)

3(3.0%)

58(16.9%)

401-500

32(22.7%)

38(36.5%)

36(36.4%)

106(30.8%)

Over 500

65(46.1%)

51(49.0%)

60(60.6%)

176(51.2%)

Morning

18(12.8%)

30(28.8%)

43(43.4%)

91(26.5%)

100(58.4%)

57(54.8%)

44(44.4%)

201(58.4%)

Night

23(15.1%)

17(16.3%)

12(12.1%)

52(15.1%)

Under 50,000

88(62.4%)

45(43.3%)

47(47.5%)

180(52.3%)

50,000-100,000

24(17.0%)

23(22.1%)

14(14.1%)

61(17.7%)

100,000-200,000

19(13.5%)

21(20.2%)

16(16.2%)

56(16.3%)

200,000-300,000

4(2.8%)

8(7.7%)

11(11.1%)

23(6.7%)

Over 300,000

6(4.3%)

7(6.7%)

11(11.1%)

24(7.0%)

Under 201-300
Income
(unit: ten
thousand won)

Students
majoring in golf

Afternoon

X²

p

4.359

.113

12.274

.056

36.068

.000
(***)

29.140

.000
(***)

18.476

.018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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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질문에서 아마추어선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의한 피부 그을림 현상(p<.01)과 피부암에 대한 발생(p<.01),

보였으며, 피부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팩의 사용은 아마추어

자외선에 의한 피부건조증 발생(p<.01) 항목에 대해서도 차

선수 집단과 프로선수 집단이 골프전공학생 집단보다 높은

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에 의한 일광화상·홍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운동경력이 보다 많은 선수집단에서 피

수포·반점·화끈거림 등 피부문제 발생(p<.001)에 대해서

부건강관리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인 Choi (2010)의 연구와

도 각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성인의 자외선 유

유사한 결과이다.

해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Kim & Yoon (2014)의 연구 및 운
동선수와 백화점 근무자의 자외선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를 연

2. 집단별 분류에 따른 자외선 유해성 인식 및 자외선 차단제

구한 Lee & Kim (2007)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외선 유해성에

인지도
1) 각 집단별 자외선 유해성 인식
Table 5는 각 집단 간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나타낸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외선의
유해성 인식에 있어 피부에 대한 유해성(p<.05)과 자외선으
로 인한 색소침착·기미·주근깨·검버섯 등의 피부문제 유
발(p<.05) 항목에 대해 각 집단별 차이를 보였으며, 자외선에

Table 3. Analysis of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Factor

N

Cronbach's alpha

Skin & health care behavior

20

0.923

Hazard awareness of UV

7

0.922

Awareness of suncreen

6

0.742

Self-esteem

10

0.870

Table 4. Skin & health care behavior intergroup
Students
majoring in golf
Mean±SD

Amateur
player
Mean±SD

Professional
player
Mean±SD

F

p

2.45±1.01

2.57±0.95

2.64±1.03

1.026

.360

1.85±0.97
(A)
2.97±1.26
(A)

2.38±1.16
(B)
3.32±1.15
(B)

2.33±1.31
(C)
3.43±1.15
(C)

8.245

.000***

A<B, C

4.851

.008**

A<C

Thorough cleansing

3.34±1.06

3.38±1.05

3.49±1.11

.549

.578

Seasonal skin care

2.70±1.02

2.85±1.02

2.82±1.13

.572

.565

Purchase cosmetics according to the expert's
advice
Use cosmetics after confirmation of formulation
and how to use them

2.72±1.23
(A)

3.12±1.05
(B)

3.03±1.15
(C)

4.132

.017*

3.04±1.26

3.21±0.96

3.17±0.96

.822

.440

Massage for promoting circulation and
metabolism

2.33±1.16
(A)
2.58±1.12
(A)
2.25±1.14
(A)

2.90±0.99
(B)
3.07±0.99
(B)
2.70±0.93
(B)

2.88±1.17
(C)
2.89±1.14
(C)
2.59±1.18
(C)

Minimum usage of make-up

2.58±1.33

2.80±1.14

Disabled irritating cleansers

3.11±1.06

Regular usage of pack for healthy skin

2.48±1.16
(A)

Non-smoking and abstinence

Item
Regular bedtime and awakening
Regular visiting skin care shop
Use sunscreen when going out

Taking vitamins for healthy skin

Posthoc

A<B

10.468

.000***

A<B, C

6.233

.002**

A<B

5.767

.003**

A<B

2.67±1.17

.930

.396

3.24±1.02

2.92±1.06

2.225

.110

2.73±1.02
(B)

2.84±1.23
(C)

3.127

.045*

2.70±1.47

3.07±1.23

3.07±1.30

3.174

.053

Walking away from UV rays

3.36±1.24

3.34±1.06

3.34±1.12

.016

.984

Proper washing temperature

2.81±1.18

3.03±0.96

3.02±1.06

1.655

.193

Usage of cosmetics for skin type

3.03±1.16

3.14±1.00

3.17±1.15

.550

.577

Prohibition of old cosmetics

3.41±1.18

3.32±1.05

3.58±1.28

1.296

.275

Confirm of expiration date on cosmetics

2.99±1.27

3.10±1.02

3.26±1.21

1.513

.222

Provide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2.78±1.21

3.08±1.05

2.93±1.08

2.095

.125

Trying not to be stressed for healthy skin

A<C

*p<.05, **p<.01, ***p<.001
A, B, C : Categorization of the groups for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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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성별 및 직업군 등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보인 것과 같

이 피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

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세분 소비자별로 자외선

다고 사료된다.

이 피부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자외
선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사료된다.

2) 각 집단별 자외선 차단제 인지도
Table 6은 각 집단 간 자외선 차단제의 인지도를 나타낸 표

각 항목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 결과, 골프전공학생이 아

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

마추어선수와 프로선수 집단보다 자외선에 의한 색소침착·

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선수

기미·주근깨·검버섯 발생에 대해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다.

집단이 골프전공학생 집단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

또한 색소침착 등의 발생 항목이 그을림 현상과 더불어 자외

며, 이는 선수 집단이 자외선차단에 대한 필요성 및 기능성화

선의 유해성 인식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바, 자외선

장품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

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색소침착 문제라

낸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인지도에 대한

고 응답한 Yoon et al . (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점수가 ‘보통이다’의 3점을 중심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성인의

다. 자외선에 의한 일광화상과 홍반, 수포 등 피부 문제뿐 아

자외선 차단제 인지도의 차이를 연구한 Kim & Yoon (2014)

니라 피부암 발생, 피부건조증 발생 등에 대한 인식 역시 골프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골프운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및 선

전공학생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수집단이 일반인들에 비해 보다 낮은 자외선 차단제 인지도를

통해 골프선수들이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진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골프전공학생 및 선

높은 자외선 노출빈도에 따라 자외선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수 집단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영향에 대해 보다 관대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골프선수들

홍보를 통해 피부건강관리행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Table 5. The hazard awareness result of the UV among groups
Amateur
player

Professional
player

Sunburn, erythema, blisters, spots, burning
sensation occurs

Students
majoring in
golf
Mean±SD
3.88±0.97
(A)
4.09±0.81
(A)
4.11±0.78
(A)
4.06±0.83
(A)

Mean±SD
3.54±1.04
(B)
3.81±1.02
(B)
3.71±1.01
(B)
3.56±0.96
(B)

Mean±SD
3.65±0.93
(C)
3.78±1.06
(C)
3.73±0.97
(C)
3.67±1.05
(C)

Skin wrinkling caused by UV

3.92±0.97

3.62±0.94

3.80±1.01

4.06±0.84
(A)
4.04±0.84
(A)

3.69±0.91
(B)
3.70±0.94
(B)

3.83±0.96
(C)
3.70±0.96
(C)

Item

The hazards of the skin
Hyper-pigmentation, melasma, freckles, age
spots occurred
Tanning by UV ray

Cutaneous cancer caused by UV
Xeroderma caused by UV

F

P

Post-hoc

4.033

.019*

A<B

3.949

.020*

A<C

7.485

.001**

A<B, C

10.043

.000***

A<B, C

2.851

.059

5.461

.005**

A<B

5.912

.003**

A<B, C

Post-hoc

Table 6. The awareness of sunscreen intergroup
Students
majoring in golf (A)
Mean±SD

Amateur
player (B)
Mean±SD

Professional
player (C)
Mean±SD

F

P

Use sunscreen on a cloudy day

3.53±1.11

3.59±1.18

3.71±1.13

0.638

.529

Use sunscreen in the room

3.12±1.20

3.36±1.09

3.33±1.18

1.542

.215

Awareness of sunscreen SPF level

3.39±1.30

3.52±1.06

3.67±1.06

1.657

.192

Recognition of SPF values

3.43±0.98

3.40±0.97

3.38±1.03

.052

.949

Awareness of side effects and skin
protection factor (SPF)

3.05±1.01

3.11±0.91

3.25±0.98

1.292

.276

Using sunscreen on children

3.70±0.37

3.57±0.92

3.63±1.01

0.632

.532

Item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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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피부지식과 자외선 차단제 사

동의 하위개념을 피부관리의 전문성, 화장품의 선택 및 사

용실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용, 피부자가관리의 형태, 생활습관 등 4가지로 나누어 설

료된다.

명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요인항목으로 추
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피부자기관리 형태와 두 번째 요

3.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인인 화장품 선택 및 사용, 세 번째 요인인 생활습관으로 분

1) 피부건강관리행동 문항의 요인 분류

류되었다. 이는 Lim et al . (2011)의 운동선수들의 피부지

Table 7은 피부건강관리행동의 문항을 통한 요인분석을

식과 피부건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피부건강관리행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 골프전공자들의 자외선 유해

동 하위요인으로 화장품 사용 요인, 피부자기관리형태 요

성 인식이 피부건강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으로 나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Jeun & Kim

을 제시하기 위하여 피부건강관리행동 문항에 대한 요인분

(2008)의 피부건강관리 및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에 대

석을 실시하고 요인항목을 제시하였다. 자료의 신뢰성과 타

한 연구에서 피부건강관리행동을 식습관 및 관리습관 요인

당성 검토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VARIMAX 회전방식과

으로 나눈 것을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으로 나타난 것과 유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

사한 결과이다.

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피부건강관리행동 문항은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Myung (2000)이 피부건강관리행

Table 7. Factor analysis of skin & health care behavior
Factor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Items
Regular bedtime and awakening

.761

Regular visiting skin care shop

.752

Use sunscreen when going out

.693

Skin care according to season

.662

Taking vitamins for healthy skin

.634

Try not to be stressed for healthy skin

.633

Massage for promoting circulation and metabolism

.612

Minimum usage of make-up for anti-aging

.572

Regular usage of pack for healthy skin
Eigen value
Explanatory variable (%)
Cumulative variance (%)

Selecting & using cosmetics

.767

Buying of cosmetics according to the expert's advice

.721

Use cosmetics after checking of features and how to use them

.673

Usage of cosmetics for skin type

.653

Prohibition of old cosmetics

.580

Confirm of expiration date on cosmetics

.546

Eigen value
Explanatory variable (%)
Cumulative variance (%)

.440
1.509
7.543
49.195

Disabled irritating soap or cleansers

.739

Non-smoking and abstinence for healthy skin

.685

Walking away from UV rays

.646

Proper washing temperature

.528

Eigen value
Explanatory variable (%)
Cumulative vari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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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8.330
41.652
41.652

Thorough cleansing

Provide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Lifestyle

Factor loading

1.155
5.777
54.972

48

Awareness on Harmfulness of UV and Skin & Health Care Behavior

2) 연구대상자의 각 집단 간 자아존중감

생 집단의 경우 화장품 선택 및 사용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Table 8은 골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집

에 미치는 영향은 0.209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먼저 골프전공학

수 있었으며(p<.05), 생활습관 역시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생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

-0.198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5). 이는 Kim

를 보였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면서 또한 보다 나

(2005)의 연구에서 남성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인식의 변화

은 사람이고 싶음(p<.001) 항목에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와 더불어 남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을 보고한 결과를 토

또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좋

대로 골프전공학생들의 화장품의 선택 및 사용이 자아존중

은 생각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p<.01). 이와 더불어 실패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Chung

한 사람인지에 대한 느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

(2003)의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 증대를 위한 외모관리행

각, 자신이 좋은 점이 없다는 생각 등의 부정적 자아존중

동 중 피부관리를 위한 화장품의 사용이 자신의 매력을 증

감 질문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p<.01)를 보여 타 집단에

대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프로선수의 경우 생활습관과 부정적 자아존중

Duncan 사후검정 결과 역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골

감 간 -0.16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이 같은

프전공 학생과 선수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

결과는 세안 시 물의 온도 및 세안제 선택과 자아존중감 간

는 본 연구를 통해 앞서 나타난 결과인 골프선수 집단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한 Kim (2012)의 연구를 지지하고

서 보다 적극적인 피부건강관리행동을 보이는 성향과 정

있어 피부건강관리행동 실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신적, 물질적 외모 가꾸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사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마추어선수 집단에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자

서는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를 보이

아만족 및 자아존중감의 상향을 꾀한다는 Kim (2012)의

지 않았으며, 이는 각각의 세분 집단별로 피부건강관리행동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
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피부건강관리행동 중에서도

3)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Table 9는 골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세
집단에 대해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특히 화장품의 사용 및 선택과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
관 등에 대한 교육이 골프전공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를 나타낸 표이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시 골프전공학
Table 8.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ccording to the self-esteem among groups
Item
Valuable people of similar levels with others
That has a good character
People feel that failed
The level of skills of similar levels with others
Not to be proud of
A good idea for myself
I want to be a better person
Satisfaction with myself
The useless thinking about myself
I am not good

Students
majoring in golf
Mean±SD
4.02±0.81
(A)
3.92±0.84
(A)
2.98±1.05
(A)
3.92±0.80
(A)

Amateur
player
Mean±SD
3.54±0.88
(B)
3.63±0.92
(B)
3.54±1.02
(B)
3.47±0.82
(B)

Professional
player
Mean±SD
3.63±1.04
(C)

2.66±1.06
4.08±0.78
(A)
4.03±0.85
(A)
3.78±0.88
(A)
3.69±1.04
(A)
2.28±1.06
(A)

F

P

Post-hoc

10.194

.000***

A<B, C

3.65±1.02

4.070

.018*

A<B

3.59±1.06
(C)

6.710

.001**

A<B, C

3.68±0.97

8.379

.000***

A<B

1.06±3.35

3.50±1.01

2.800

.062

3.65±0.94
(B)
3.60±0.85
(B)
3.44±0.91
(B)
4.11±1.02
(B)
3.69±1.04
(B)

3.77±0.98
(C)

7.575

.001**

A<B, C

3.99±0.85

8.503

.000***

A<B

3.47±1.00
(C)

5.060

.007**

A<B, C

4.26±1.08

5.048

.007**

A<B

3.86±1.08
(C)

4.956

.008**

A<B, C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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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between skin & health care behavior and self-esteem
Category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Selecting &
using
cosmetics

Students
majoring in
golf

Lifestyle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Selecting &
using
cosmetics

Amateur
player

Pearson
correlation

Professional player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Selecting &
using
cosmetics

http://www.e-ajbc.org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1

.747

.606

.066

-.056

.000***

.000***

.506

.574

104

104

104

104

104

Pearson
correlation

.747

1

.505

.209*

.013

.000***

.033*

.897

Sig (2-tailed)

.000***

N

104

104

104

104

104

Pearson
correlation

.606

.505

1

-.012

-.198

Sig (2-tailed)

.000***

.000***

.905

.044*

N

104

104

104

104

104

Pearson
correlation

.066

.209*

-.012

1

.496

Sig (2-tailed)

.506

.033*

.905

N

104

104

104

104

104

-.056

.013

-.198*

.496

1

Sig (2-tailed)

.574

.897

.044*

.000***

N

104

104

104

104

104

1

.814

.760

-.020

-.031

Pearson
correlatio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000*

.000***

.000***

.842

.763

99

99

99

99

99

.814

1

.785

.000

.086

.000***

.998

.398

.000***
99

99

99

99

99

.760

.785

1

.092

.084

.000***

.000***

.366

.406

99

99

99

99

99

-.020

.000

.092

1

.475

.842

.998

.366

99

99

99

99

99

-.031

.086

.084

.475

1

.763

.398

.406

.000***

N

99

99

99

99

99

Pearson
correlation

1

.793

.582

-.052

-.201

.000***

.000***

.542

.017

Sig (2-tailed)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Negative selfesteem

Lifestyle

N

N
Positive selfesteem

Selecting
& using
cosmetics

Sig (2-tailed)

Pearson
correlation
Lifestyle

Self-management
behaviors of ski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Sig (2-tailed)

.000***

N

141

141

141

141

141

Pearson
correlation

.793

1

.581

-.092

-.161

Sig (2-tailed)

.000

.000***

.280

.057

N

141

141

141

14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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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Pearson
correlation

.582

.581

-.112

-.169*

.000***

.000***

.184

.045*

141

141

141

141

141

-.052

-.092

-.112

1

.707

Sig (2-tailed)
N

.542

.280

.184

141

141

141

141

141

Pearson
correlation

-.201

-.161

-.169

.707

1

Sig (2-tailed)

.017*

.057

.045*

.000***

141

141

141

141

Sig (2-tailed)
N

Professional
player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Pearson
correlation

N

1

.000***

141

* p<.05 ** p<.01 *** p<.001

Conclusion

에 대한 차이가 있는바 집단 간 소득별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집단별 자외선에 대

현대사회 외모관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경쟁력의 지표로

한 유해성 인식과 자외선 차단제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 뿐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서도

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집단, 프로선수집단 간 자외선 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Kim & Bae, 2014). 특히 Kim et al .

해성과 색소침착·기미·주근깨·검버섯 등의 피부문제 유발

(2015)의 연구에서 여자 프로선수의 외모관리 중 특히 헤어 및

(p<.05), 그을림 현상과 피부암 발생, 피부건조증 발생(p<.01),

피부관리가 개인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지막으로 자외선에 의한 일광화상·홍반·수포·반점·화끈

와 더불어 피부에 미치는 환경 유해인자인 자외선은 최근 해마

거림 등(p<.001)에 대해서도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 강해지고 있으므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유해효과는 피

이는 Hanke et al . (1985)의 여성 아마추어골프선수와 프로골

부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Jung & Roh,

프선수 간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발생빈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2006). 이에 본 연구는 골프전공자들을 학생과 선수집단으로

아마추어선수와 프로선수 간 자외선에 대한 유해성 인식에 차

나누어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자외선 유해성 인식 및 피부건강관

이가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Bae et al . (2003)과 Surh

리행동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

(2008)의 국내연구에서 일광노출의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에 관

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 골프선수 등과 같

하였다. 이를 통해 골프전공자들이 피부건강에 가장 직접적으

은 자외선에 민감한 특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

로 영향을 받는 자외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외선 차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제에 대한 인지도 및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범람하고 있는 현 화장품 시장에서 운동선수와 같은 세분화된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동전공학생 및 선수

집단의 피부상태 및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각 집단별로 세분화된 피부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

통해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품의 개발 및

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

첫째, 연구대상자를 골프전공학생,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

불어 각 집단별 자외선 차단제 인지도의 차이를 나타낸 항목에

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및 피부건강관리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서 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각 집단별 피부관리비용의 차이가 있었다(p<.05). 또한 골프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대해 ‘보통’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전공학생집단이 선수집단에 비해 피부관리실 방문이 적었으며

자외선 노출이 많은 골프전공학생 및 선수집단에서 자외선차

(p<.001),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선수집

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피부건강관리 교육

단이 골프전공학생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p<.01). 각 집

이 요구된다. Yoon (2014)의 남성의 BB크림 사용실태 및 인식

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

개선 방안 연구에서 남성들의 BB크림 사용 이유가 자외선 차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각 세분 집단 유형에 따라

기능으로 인한 편리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더불어 BB크

피부건강관리행동의 다른 가치와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림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동 중에

수 있어 체계적 피부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서도 자외선의 영향력이 높은 골프운동과 같은 야외운동 선수

한다. 또한 골프전공학생 및 선수집단의 분류와 더불어 소득에

들에게 자외선차단 기능과 피부표현기능이 겸비된 기능성제품

따른 피부관리비용 및 피부관리실 방문 등 피부건강관리행동

의 사용이 일반화되도록 피부건강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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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Jeong (2013)

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운동의 종류와 강도 등 운동특성에 따른

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외모관리행동과 스포츠몰입에 유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의한 차이가 있으며, Kim et al . (2015)의 연구를 통해 헤어 및
피부관리가 개인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심리적 차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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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골프전공자의 자외선 유해성 인식 및 피부건강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선민1, 조상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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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뷰티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2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골프전공자들의 피부건강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서울특별시 및 충청북도 소재 골프전공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자외선차단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골프전공학생과 선수 군
에 따라 피부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56명을 제외한 344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골프전공학생, 아마추어선수, 프로선수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및 피부건
강관리행동을 분석하였다.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각 집단별 자외선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자외선 차단제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골프전공학생과 아마추어선수집단, 프로선수집단
간 자외선 유해성 및 색소침착·기미·주근깨·검버섯 등의 피부문제 유발(p<.05), 그을림 현상과 피부암 발생, 피부건조증 발생
(p<.01), 자외선에 의한 일광화상·홍반·수포·반점·화끈거림 등(p<.001)에 대해서도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
로 각 집단의 피부건강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을 위해 피부건강관리행동 문항을 피부자기관리형태, 화장품 선
택 및 사용, 생활습관으로 요인분류하여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골프전공학생 집단에서 화장품 선택 및
사용, 생활습관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5). 또한 프로선수 집단에서도 생활습관이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어(p<.05) 생활 속 피부건강관리행동 실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골프전공학생 및 골프선수집단이 피부건강을 지키면서 꾸준히 훈련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골프전공자들의 각 집단별 자외선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를 토대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피부건강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피부건강관리행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피부건강관리행동, 자아존중감, 자외선 유해성, 자외선 차단제, 골프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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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高尔夫专业人员的紫外线有害性认识及皮肤健康管理对自我尊重的影响
朴宣珉1，趙相宇2*

庆上北道 庆山市 大韩民国，庆日大学校 健美学科，庆尚北道庆山市，韩国

1

忠淸南道 牙山市 大韩民国，湖西大学校 体育科学科，忠清南道牙山市，韩国

2

目的: 通过紫外线对皮肤的影响调查高尔夫专业人员的皮肤管理与自我尊重的影响。

方法: 对首尔及忠淸北道所在的400名高尔夫专业人员进行了防晒的程度以及皮肤管理对自我尊重的影响进行问卷调查。其中
除56名虚假作答外，对344名进行了问卷调查分析。研究期间为从2015年6月1日开始到8月20日为止。

结果: 研究结果如下：第一，研究对象分为三组，高尔夫专业的大学生组、业余选手组及专业选手组，然后分别调查一般特征

及皮肤健康管理。每组对皮肤管理相关的所有问卷都出现了具有统计意义的差异 ; 第二，对各组进行紫外线的有害认识和防晒

的认知度调查结果，高尔夫专业的大学生、业余选手及专业选手对紫外线有害性及色素沉着、斑、老年斑、嗮黑、皮肤癌、皮肤干
燥、日光灼伤、红斑、水泡、斑点、疼痛等皮肤问题都出现了不同的认识差异。最后为了分析各组的皮肤健康管理和自我尊重之
间相互关系，皮肤健康管理问卷调查分为皮肤自我管理现状，化妆品的选择、使用和生活习惯。其结果在高尔夫专业的大学生

组中化妆品的选择及使用，生活习惯等方面有相当的相互关系，专业选手中的生活习惯与自我尊重也有相互关系。因此在生活
中皮肤健康管理越好自我尊重也越高。

结论: 通过对高尔夫专业的大学生及专业选手的调查研究发现急需开发皮肤健康管理项目，维护自身皮肤健康管理的同时，刻

苦训练，从而提升竞技水平。并得出高尔夫专业人员对紫外线有害性的认识为基础，对使用防晒品的必要性提供了重要的基础
资料。通过分析皮肤健康管理对自我尊重产生的影响从而期待对高尔夫专业人员建立皮肤健康管理的基本策略。
关键词: 皮肤健康管理，自我尊重，有害紫外线，防晒，高尔夫专业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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