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외면적인 모습은 자기 수용과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화가 된 모습은 높은 사망률과 관련되어 있어서 단지 외모 이상

의 의미를 함축한다(Christensen et al., 2009). 특히 얼굴모습은 노

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피부, 입술높이, 색소반점 등 다양

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unn et al., 2009; Nkengne et al., 

2008).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얼굴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

회적 지위, 흡연, 태양광선에 조사 등이다(Rexbye et al., 2006). 얼

굴모습 중 피부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소이다. 피부는 감정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와 웰

빙상태를 드러내는 매체이기도 하다. 피부의 색, 투명성, 수분수준은 

심리적, 생리적 상태의 신호를 전달한다. 주름살은 노화라는 자연스

러운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며 피부표면의 고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콜라겐의 손실, 피부의 탄력성의 감소, 피부의 재생산속도의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Draelos et al., 2011). 피부의 노화는 내

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다. 내적요인은 개인의 유전적인 배경에 기

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외적요인

은 흡연, 태양광, 영양상태, 알코올 섭취 등과 같은 개인의 행동에 기

인하는 것으로 의식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Baumann, 2007).

오늘날 식이보충물이나 피부를 통한 화장품에 의해 영양적인 결

핍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피

부건강을 돕는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효

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미용식품과 약용식품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있다(Morganti et al., 2009). 대표적인 예가 영양화장품

(nutritional cosmetics)으로 이것은 입으로 섭취하는 식이 성분이 보

다 건강하고 보다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데 도울 수 있다는 개념이

다. 영양화장품은 기능성음료(functional beverages),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를 포함한다. 

2006년 데이터모니터 리포트(Datamonitor report)의 "영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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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tistically verify the effects of blood 
glucose, blood urea nitrogen (BUN), calcium, and chloride ions on the facial wrinkles 
of premenopausal women. Methods: Premenopausal women were recruited through 
the internet to be study participants. Those who had disease or who consumed 
drugs or health foods such as ginseng were excluded. The levels of blood glucose, 
BUN, calcium, and chloride ions were obtained, and facial wrinkles were measured 
with a skin me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blood glucose, BUN, calcium, and chloride ions on face wrinkles. Results: After 
excluding 13 people whose blood measurement variables deviated from the outlier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remaining 64 participants. Analysis 
revealed th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blood glucose to be 0.019 and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was p=0.027. Th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of BUN was 
0.108, and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was p=0.006, which means that when BUN 
increased by 1 mg/dL, wrinkles increased by 0.108. The explanatory power of R2 
was 0.203.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report to reveal, based on empirical data, 
that blood glucose and BUN, which are known factors affecting cardiovascular 
disease and diabetes, also affect facial wrin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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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찾기(Seeking Beauty Through Nutrition"에 의하면 2005년 미

국에서 7억4천2백만 달러, 프랑스 2억2천4백만달러, 독일 1억6천2

백만달러, 영국 9천5백만 달러 등이 식이를 통한 미용 시장을 차지

하고 있었다. 식이를 통한 미용보충제판매는 2010년 7%에서 12%까

지 성장하였다(Tabor & Blair, 2009).

인체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비타민과 미네랄

들은 인체의 주성분이자 에너지원으로 핵심적 요소이다. 하지만 일

상생활 속에서 신체내의 혈액지표로서 영양소가 인체의 피부 주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중

에서도 특히 3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주름과 관련된 영향력을 혈액지

표와 피부측정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의 식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는 화장품들

의 상품에서 기본 영양소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출 수 있고 피부주름

을 취소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 피부와 콜라겐

피부는 무게와 면적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인체말초의 센서로

서 바깥에 있는 뇌(brain on the outside)로 여겨지고 있다(Tobin, 

2006). 인체 외부환경에 대한 1차적 접촉점을 가지기에 피부의 항

상성은 곧 인체 전체의 항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

구에 의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두께는 20%정도 감소하는데

(Orentreich & Selmanowitz, 1969), 구조적으로도 노화된 피부는 

세포수와 혈관이 감소되어 있다(Fenske & Lober, 1986). 피부노화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콜라겐 생성의 변화와 조각난 엘라스틴이 증

가하는 것이다.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예는 자외선으로 이

들은 콜라겐섬유의 정렬을 해체하고 비정상적인 엘라스틴 성분을 축

적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촉진한다(El-Domyati et al., 2002; Fisher 

et al., 1997).

피부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연결조직(connective tissue)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콜라겐 섬유는 피부에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반면 엘라스틴은 탄성(elasticity)

과 복원력(resilence)을 가지게 한다(Farage et al., 2007). 콜라겐

은 인체의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서 피부의 지지와 강도를 가능하

게 한다. 콜라겐의 변화는 피부노화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Baumann, 2007).

2. 혈당, 최종당화산물 그리고 주름

많은 연구들은 당뇨환자와 같이 장기간 동안 고혈당에 노출되면, 

피부 섬유아세포의 노화가 되고, 콜라겐의 교차결합(cross-linking)

이 촉진된다고 보고한다(Blazer et al., 2002; Dekker et al., 2009; 

Paul & Bailey, 1996). 고혈당은 피부의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 매

트릭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혈당은 최종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이

것은 다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교차결합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Blazer et al., 2002; Dekker et al., 2009; Lan et al., 2009; Paul 

& Bailey, 1996).

최종당화산물은 환원당(reducing sugars), 아스코빅산

(ascorbate), 그리고 다른 탄수화물들이 아미노산, 지질, 핵산과 비

효소적 반응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이질적인 그룹의 분자들을 의미

한다(Fishman et al., 2018; Fu et al., 1996; Peppa et al., 2002; 

Vlassara & Palace, 2002). 비록 이러한 과정은 노화와 함께 신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최종당화산물

의 생성속도는 매우 빨라진다(Thorpe & Baynes, 1996). AGE의 생

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흡연은 매

우 중요한 외생 기원중 하나이다(Nicholl & Bucala, 1998).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식이, 특히 서구화된 식이는 AGE와 AGE 전구체들

의 생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eppa et al., 2002; 

Vlassara & Palace, 2002). 안전, 보존,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모양

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첨가물들이 당과 지질의 반응을 촉

진하여 다양한 불안정한 베타-디카보닐 유도체들을 만들어낸다(Lee 

et al., 1981; Pellegrino & Cattaneo, 2001; Roldan et al., 2015). 

외부에서 섭취된 AGE의 10% 정도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간

과 다른 조직으로 운반된다. 이중 3분의 1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

머지는 당뇨와 같은 AGE관련 질병과 관련된다. AGE의 다양한 형태

로 인해서 특별한 AGE의 구조나 측정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AGE의 일부는 대식세포나 다른 세포시스템의 세포내 함입을 통해

서 삼켜지고 보다 작은 분자량의 AGE 펩티드로 변환된다(Vlassara, 

2001). 하지만 분해되지 못하는 AGE들이 많이 있을 경우 다양한 질

환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AGE는 망막(Sheetz & King, 2002)이

나 신장(Yamamoto et al., 2001), 말초신경(Graham & Johnson, 

1985; Sugimoto et al., 1997)이나 피부에 쌓여서 당뇨성 미세혈관

병증(microangiopathy)을 유발할 수 있다. AGE 콜라겐과 같은 중요

한 기질 단백질과 교차결합(cross-links)해서 결과적으로 매트릭스 

단백질의 과잉 생산하게 하고, MMPs와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의 

발현의 변화시킬 수 있다(Doi et al., 1992; Skolnik et al., 1991). 

이것은 단백질 카이네이즈 C의 활성화와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

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당화산물들이 당

뇨환자의 피부에 축적되어 물리화학적인 구조변화를 일으키고 이것

은 당뇨성 피부 관련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Beisswenger et 

al., 1995; Monnier et al., 1999; Peppa et al., 2003; Schleicher 

et al., 1997). 게다가 AGE는 당뇨성 상처의 회복속도를 지연시킨

다(Goova et al., 2001; Kochakian et al., 1996; Portero-Otin et 

al., 2002; Teixeira et al., 1999).

3. 칼슘과 주름

세포외기질 금속함유 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는 칼슘의존성 아연 펩티드 중간분해효소(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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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zinc endopeptidases)이다(Gomis-Rüth, 2009). MMP

는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며, 조직에서 거의 대부분의 세포외 기

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분해할수 있고 리모델링한다. 

MMPs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각각 특이적으로 콜라겐, 젤라스틴, 

엘라스틴 등과 같이 ECM의 특정 단백질을 담당한다 (Eisen et al., 

1968; Gross & Lapiere, 1962). 현재까지 25종의 MMPs가 발견되

었으며 이중에서 24가지는 인체에 존재한다(Puente et al., 2003). 

MMPs의 단백질분해 능력은 혈관생성, 뼈의 발달, 상처치유, 자궁

과 유선의 발달과 같은 조직의 세포의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세포의 

증식, 이동, 부착과 같은 세포의 핵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age-McCaw et al., 2007; Rowe & Weiss, 2008). MMPs의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잉활동은 다양한 병리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Hu et al., 2007). MMPs의 과잉조절은 암, 심혈관질환, 염증성질환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Gialeli et al., 2011; Itoh & Nagase, 2002; 

Rundhaug, 2003). MMPs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적절한 조절은 

세포주변과 세포외 환경의 항상성유지에 핵심요소가 된다(Löffek 

et al., 2011). MMPs의 발현과 활성은 유전자 전사(Yan & Boyd, 

2007), 전효소(Towle et al., 1998), 내재성 억제제(Wojtowicz-

Praga et al., 1997)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종종 

이들 과정에서 조절기능의 상실 또는 과잉조절은 다양한 병리적 상

태로 이어질 수 있다(Folgueras et al., 2004)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합성이 줄어들거

나 분해수준이 높아지면 피부의 구조가 변화하고 탄력이 감소하면서 

피부노화가 촉진된다(Fisher et al., 2002; Kim et al., 2010). 연구

들에 의하면 광노화 등은 activating protein-1 (AP-1)을 활성화하

고, 활성화된 AP-1은 다시 MMP-1과 MMP-3의 발현을 촉진하여 

피부노화를 진행시킨다(Oh et al., 2006; Soter, 1990). Kim et al.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진피 섬유아세포에 자외선을 조사

하였을 때 MMP-1과 MMP-3가 증가하고 있었다. MMP-1은 콜라

겐 type I과 III를 분해하는 collagenase 1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1999).

Elise 등의 연구에 의하면 칼슘수준은 MMPs활성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연구진은 우선 칼슘의 세포내 유입을 차단하는 carboxy 

amido-triazole (CAI)를 처리하였다. CAI는 이미 수용체-작동성 비 

전압통로(receptor-operated non-voltage gated)와 전압의존성 칼

슘통로 세포내 유입(voltage-gated calcium influx)을 차단한다고 

보고되어 있었다((Felder et al., 1991; Kohn & Liotta, 1990). 이

들의 실험결과 CAI는 칼슘의 유입을 차단하였고 동시에 MMP-2와 

MMP-9의 발현이 억제되었다(Kohn et al., 1994). 

4. 혈액요소단백질

혈액요소단백질(blood urea protein, BUN)은 단백질의 최종대

사산물로 인체 단백질의 영양학적 상태와 단백질 대사, 그리고 신장

의 상태를 반영한다. BUN은 작은 분자량으로 인해서 신장의 사구체

로 자유롭게 배출되지만 세뇨관(tubule)을 통해 재흡수되어 사구체

의 수분 균형(glomerular water balance)에서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연구들은 정상상태를 벗어난 높은 수치의 BUN은 

인체의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포실험에 의하면 요소(urea)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된 지방

세포는 인슐린 민감성(insulin sensitivity)가 감소하였다(D'Apolito 

et al., 2010).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의하면 요소 수치가 높

은 마우스는 인슐린 저항성과 포도당 내성을 보인다. 그리고 정상 

마우스에 요소를 주입하였을 때 이와 동일한 수준의 인슐린 저항성

을 보인다(D'Apolito et al., 2010). Xie et al. (2018)의 연구에 의

하면 BUN 25mg/dl를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하위그

룹에 비해 상위그룹의 당뇨 위험이 1.18배 증가한다. D'Apolito et 

al. (2010)은 체내의 요소가 활성산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것은 췌장세포의 손상, 인슐린 저항성 증가, 당내성 증

가 등과 관련이 있다. Koppe et al. (2016)과 Thomas et al. (2015)

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인 신장질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분비

의 손상은 순환계에서 상승한 요소수치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리

고 만성 신장질환자들은 인슐린 반감기가 증가한다(Rubenstein & 

Spitz, 1968). 높은 BUN수치는 당뇨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위험은 연령, 신장질환, 

혈압, 염증성 물질 등 다양한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Allman et al., 

2002; Anavekar et al., 2004). 최근 BUN이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병원 입원시 높은 수

치의 BUN을 가진 경우 급성 심장손상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Aronson et al., 2004; Fonarow et al., 2005). 뿐만 아니라 BUN

은 심혈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질병 수준을 알리는 중요

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Pan et al., 2013; Seleno, 2011). BUN은 

혈관의 동역학적 손상을 반영할뿐만 아니라 레닌-안지오텐신-알두

스테론 시스템과 같은 신경내분비계의 활성수준(Schrier, 2008)과 

교감신경계의 상태를 알려준다(Kazory, 2010).

5. Chloride ion과 혈당조절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에서 막의 음이온채널과 음이온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Best et al., 1996). 연

구보고들에 의하면 췌장의 샘(islets)들은 포도당 민감성 음이온 흐름

(glucose-sensitive anion fluxes)를 가지고 있으며 음이온은 인슐린 

분비를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한다(Lindström et al., 1986; 

Sehlin, 1978). 뿐만 아니라 음이온 채널 차단제들(anion channel 

blockers)은 포도당-의존성 췌장샘(islets)들의 전기적 활성을 강력

하게 조절한다(Pace & Tarvin, 1983). Kinard & Satin (1995)과 

Allman et al. (2002)은 췌장의 베타세포들에서 새로운 음이온 선

택적 채널을 발견하고 음이온 투과성 이온채널에 의해 매개되어 췌

장의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췌장의 베타세포에 

있는 염소 음이온 선택적 채널(anion-permeable pancreatic is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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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cell Cl- channel)은 저장액 상태(Drews et al., 1998)에서 세

포가 팽창될 때나 세포내 cAMP의 상승, 포도당 자체(Best et al., 

1997)에 의해서 활성화된다(Eddlestone et al., 1985). 활성화된 염

소 음이온채널은 세포밖으로 음이온을 방출하고, 이와 함께 물이 방

출되어 세포부피를 감소시킨다. 세포내부가 음전하로 변화하면서, 

이어서 전압의존성 칼슘채널이 열려 칼슘 세포내부로 유입된다. 그

런 다음 칼슘양이온 의존성 인슐린 방출(Ca2+-dependent insulin 

secreation)이 이루어진다.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실험 전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Dbirb-19001)을 받고, 실험과 관

련된 내용을 참가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참

가자 중 질병이 있거나 약물섭취자, 홍삼이나 건강식품을 실험 전 2

주 이내에 섭취하였던 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총 실험 참가자는 모두 

77명이었으며 데이터 결과에서 평균보다 2표준편차를 벗어난 이상

치는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6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44±6세 였다.

2. 연구가설과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Figure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음의 4가지였다. 

첫째, 혈당수준은 얼굴 주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혈

액 내 요소 단백질인 BUN은 얼굴주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혈액 칼슘농도는 얼굴주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혈액 

염화이온은 얼굴 주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혈액지표인 혈당 BUN, Ca2+, Cl-은 아침 10시에 녹

십자사(Green Cross Corp., Seoul)에서 실험장소(서울시 금천구)

를 방문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 참가자는 전날 오후 7시 이후로 물

을 제외하고 일체의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부 주

름 측정은 봄텍(BOMTECH)의 피부측정기(모델명 A-ONE Smart, 

Seoul)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의 주름은 가장 낮은 수준이 0

이고 가장 높은 수치는 10이다. 주름은 봄텍의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명암비를 이용하여 주름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한 

것이다.

4.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모두 

SPSS Ver.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전에 측정변수들이 정

규분포가 되는지를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후 왜도 2.0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얼굴주름, 혈당, BUN, 칼슘, 염소이

온)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분석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

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주름의 평균은 3.4±1.1이었으며, 혈액 내 칼

슘농도는 9.6±0.3 mg/dL, 염소는 96.6±3.0 mmol/L, 혈액요소질

소(blood urea nitrogen, BUN)은 9.7±3.2 mg/dL였다.

2. 주름과 혈당, BUN, 칼슘, 염소이온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주름, 칼슘, 염소, BUN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주름과 

BUN은 상관계수 0.399, 유의확률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Figure 1. Study model.

Table 1.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ge and measurement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Age (year) Wrinkle Blood glucose Calcium (mg/dL) Chloride (mmol/L) BUN (mg/dL)

Mean 44 3.4 91.0 9.6 96.6 9.7

Standard deviation 6 1.1 25.2 0.3    3.0 3.2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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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름과 염소는 상관계수 r=-0.227로 부(-)의 상관계수를 보였

으며 통계유의수준은 p=0.051로 p<0.05기준에 매우 근접한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주름과 칼슘의 경우에도 상관계수 r=0.217, 유

의확률 p=0.061로 p<0.05기준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

성인 p<0.0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칼슘과 요소 사이에는 

상관계수 -0.357, 유의확률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3. 혈중 혈당, BUN, 칼슘, 염소이온의 얼굴 피부주름에 미치는 영향

인체 혈액지표들 중에서 혈당, BUN, 칼슘, 염소, 의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석결

과, 혈당의 비표준화계수는 0.019, 유의확률 p=0.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혈당이 1mg/dL만큼 증

가하면 주름이 0.019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혈당의 표준화계수

는 0.247이었는데, 이것은 혈당이 1표준편차 만큼 증가할 때 주름은 

0.247표준편차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BUN의 비표준화계수는 

0.108, 유의확률 p=0.006이었는데 이것은 BUN이 1 mg/dL만큼 증

가할 때 주름은 0.108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외에 염소는 비

표준화계수가 -0.078, 표준화계수가 -0.205로 부(-)의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유의확률은 p=0.078이였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인 R2은 0.203이었는데 이것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인 주름살을 20.3%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Discussion

세계적인 고령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은 보다 외모에 관

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동양에서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이

라 하여 음식은 곧 약이 된다고 하였고,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는 음

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첫번째 약은 음식이다. 음식은 생리적 욕구뿐만 아

니라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한 인체생리의 유

지에 균형된 영양섭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식생활이 서구화

되었다. 식자재에서도 외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식품들이 중심이 되

었으며 특히 정제된 밀가루와 육류소비의 증가가 특징 중 하나가 된

다. 이로 인하여 영양과다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증가하게 되었는

데 대사증후군으로 총칭되는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혈액내의 성분들 중 대표적인 영양소인 혈당, 칼슘, 염화

Table 2. Correlation between wrinkles and blood glucose, calcium ion, chlorine ion, and BUN

Wrinkle Blood glucose BUN Calcium ion Chloride ion

Wrinkle
r 1

p

Blood glucose
r 0.230* 1

p 0.049

BUN
r 0.399** 0.189 1

p 0.000 0.095

Calcium ion
r 0.217 0.119 0.210 1

p 0.061 0.296 0.061

Chloride ion
r -0.227 0.223* -0.166 -0.357** 1

p 0.051 0.049 0.141 0.001
*p <0.05; **p <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alcium, chlorine, and BUN on wrink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ce level

B Standard error beta

Intercept 6.016 6.754  0.891 0.376

BUN 0.108 0.038 0.310 2.832 0.006

Chloride -0.078 0.043 -0.205 -1.789 0.078

Calcium ion 0.256 0.455 0.063 0.563 0.575

Blood glucose 0.019 0.008 0.247 2.257 0.027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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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그리고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인 혈액 요소단백질인 BUN이 

피부 주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통계분석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과 피부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었으

나,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표지자들이 피부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BUN이 1만큼 증가

하면 피부주름은 0.108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혈당이 1만큼 증가하

면 주름은 0.019만큼 증가한다. 반면 본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

았지만 지질은 피부주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Nagase et al. (2013)은 동물모델을 통해 피부노화가 대사증후군

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에 피부에 미네

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고 염증성 표지가 증가하며,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대사증후군에서 

증가한 활성산소는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인슐린 저항성을 

포함하는 호르몬교란 등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피부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Zouboulis & Makrantonaki, 2011). 그리고 대사증

후군에서 흔히 높게 나타나는 당화산물(glycation product)는 콜라겐

과 교차연결 되어 피부 콜라겐의 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피부의 노

화와 주름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콜라겐의 당화현상은 피부노화의 

병인생성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Lubrano et al., 

2015; Rinnerthaler et al., 2015). 즉, 본 연구에서는 BUN과 혈당

이 피부주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BUN의 활성산소 증가는 인슐린 민감성을 낮추어 혈당상승

을 유발하고, 높아진 혈당은 피부 콜라겐과 당화과정을 거쳐서 피부

주름을 포함한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 의하면 피부의 얼굴 주름은 혈당과 BUN에 의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비록 유의수준 p<0.05

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유의확률 p=0.078였지만 염화이온은 얼굴 

주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최종당화산물

의 수준이 얼굴주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평균나이 4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남성과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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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혈당, 칼슘, 염화이온, 혈액요소질소가 피부주름에 미치는 영향

노현선, 김문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혈액내의 혈당, 요소질소(BUN), 칼슘, 염화이온이 폐경기 전 여성의 얼굴 주름살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

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동방대학교 연구윤리위원의 심사를 받았으며, 참가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모집대상

은 폐경기 전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질병에 걸려있거나 약물,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혈액채취는 녹십자사(Green 

Cross Corp., Seoul)에서 간호사가 진행하였으며 혈액성분도 녹십자사에서 분석하였다. 얼굴의 주름수준은 봄텍(BOMTECH, 

Seoul)의 피부측정기(모델명 A-ONE Smart)로 측정하였다. 모집인원은 총 77명이었으나 혈액 측정변수가 이상치를 벗어난 13명

을 제외하고 나머지 64명(평균연령 을 대상으로 통계분석(SPSS Ver.23.0)을 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혈당의 비표준화계수는 0.019, 

유의확률 p=0.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UN의 비표준화계수는 0.108, 유의확률 p=0.006 이었는데 

이것은 BUN이 1 mg/dL만큼 증가할 때 주름은 0.108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인 R2은 0.203

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질환, 당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진 혈당과 BUN이 얼굴 주름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폐경기 전 여성 64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연령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폐경기 이

후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연구 대상자들을 통하여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혈당, 혈중요소질소， 칼슘이온， 염화이온,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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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血糖、钙、氯离子和血尿素氮对皮肤皱纹的影响分析 
 
魯泫瑄, 金紋主* 
东方文化大学院大学校美容艺术学科，首尔，韩国

目的: 本研究的目的是统计学验证血糖，血尿素氮（BUN），钙和氯离子对绝经前妇女面部皱纹的影响。方
法: 通过互联网招募绝经前妇女作为研究对象。那些患有疾病或食用人参等药物或保健食品的人被排除在外。
获得了血糖，BUN，钙和氯离子的水平，并使用皮肤仪测量了面部皱纹。进行了多元回归分析，以评估血糖，
BUN，钙和氯离子对面部皱纹的影响。结果: 在排除血液测量变量偏离异常值的13个人之后，对其余64位参
与者进行了统计分析。分析显示血糖的非标准化系数为0.019，显着概率为p=0.027。BUN的非标准化系数为
0.108，显着概率为p=0.006，这意味着当BUN增加1 mg/dL时，皱纹增加0.108。R2的解释力为0.203。结论: 这
是第一份基于经验数据揭示血糖和BUN（影响心血管疾病和糖尿病的已知因素）也影响面部皱纹的报告。

关键词: 血糖，血尿素氮，钙阳离子，氯离子，皱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