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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는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특수한 약물전
달용 천으로 만들어진 슬리밍 옷(하의)을 입도록 하여 셀룰라
이트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퇴부 둘레가 50 cm 이상인 만
20~50세의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7명, 대조군 7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8주간 슬리밍 크림을 1일 2회 아침, 저
녁으로 사용하고 실험군은 시험제품인 특수한 약물전달용 천
으로 만들어진 슬리밍 옷을, 대조군은 유효성분을 함유하지 않
은 시험제품과 외형이 동일한 슬리밍 옷을 가능한 한 24시간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다. 8주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제품의 사용 전과 사용 후 4주, 8주에 대퇴부 둘레, 피하지방
층 두께, 몸무게,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고, 피험자가 느끼는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로 평가하였다.
결과: 시험제품 사용 후 4주, 8주에서 대퇴부의 피하지방층
두께와 둘레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대
조제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험자 설문
평가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안전성 평가 결과 피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시험제품인 특수한 약물전달용 천을 이용한 슬리밍
옷은 피부에 자극 없이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특수한 약물전달용 천, 슬리밍 옷, 셀룰라이트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reduction effect of cellulite among obese women who wore
the slimming garment made of special drug delivering fabric.
Methods: A total of 14 women aged 20 to 50 years
whose thigh circumference was above 50 centimeter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est group: 7, control
group: 7). Both groups participated in an 8-week study. The
test group subjects wore the slimming garment made of
special drug delivering fabric after applying slimming cream
twice a day.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group subjects
wore an identical looking garment which did not contain the
special fabric. Thigh circumference, thickness of subcutaneous
fat,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of subjects were
measured. Also,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test product.
Results: Test group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ircumference and thickness of thig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subjects.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the effect of cellulite reduction and no adverse effects were
observed.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at the slimming garment
made of a special drug delivering fabric is useful for
cellulite reduction without skin irritation.
Key words: Special drug delivering fabric, Slimming
garment, Cellu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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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50세의 대퇴부 둘레가 50 cm 이상인 여성으로 하였고

론

심한 여드름, 아토피 또는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거나 알레
현대인의 미에 대한 추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

르기 특이 체질, 과민증이 있는 자,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

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에 대한 욕구가 소비생활

성은 제외하였다. 실험 참가 1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가 함

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안면에만 국한되던 것이

유된 도포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자도 제외기준에 포함시켰

전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복에 가려져 소홀히 여겨

다. 최종자료는 대조군에서 1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실험

지던 몸(body) 관리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웰

군 7명과 대조군 6명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조제품

빙(well-being)이라는 화두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단순

은 시험제품과 외형이 동일하여 피험자는 본인이 대조군인

히 날씬함보다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체형을 선호하는 웰루

지 실험군인지 알 수 없으며 결과를 측정하는 연구자도 시

1)

이러한 요구에

험과 독립적인 자로 피험자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알지

부흥하여 각 화장품 업계에서는 바디 슬리밍 기능성 화장품

못하게 하여 이중 눈가림법(double blind)으로 연구를 진행

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고 셀룰라이트와 관련된 전문 기기들

하였다.

킹(well-looking) 시대로 넘어 가고 있다.

2,3)

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측정 항목 및 방법

셀룰라이트는 인체 내 대사과정의 이상에서 기인하며 피
부의 피하조직에 있는 지방세포가 과다 축적되면서 약해진

기기적 평가 대상 부위는 셀룰라이트가 많은 양쪽 대퇴부

진피층을 밀고 올라오고 섬유소가 증식하면서 피부가 귤껍

중 왼쪽 대퇴부를 주 측정부위로 하였다. 기기적 평가를 위

질처럼 울퉁불퉁해진 것으로 일종의 지방조직의 구조적 장

하여 피험자는 실내온도 20~25℃, 습도 40~60%의 항온항습

애를 말한다. 20대 이후 엉덩이나 허리 주변, 다리에 많이

조건의 대기실에서 30분간 안정을 취하여 피부표면 온도와

생기게 되는데 체중과다, 정상 또는 야윈 사람에서도 일어

습도를 측정공간의 환경에 적응하게 하였으며, 안정하는 동

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체형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피부상

안의 수분섭취는 제한하였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하여 연구

의 미적 결점이 된다.

4)

자 1인이 측정하며, 제품 사용 전과 제품 사용 후 4주, 8주

슬리밍 제품의 주 기능은 살을 빼주는 것이라기보다 허

의 각 측정 시에 동일한 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벅지나 엉덩이, 팔뚝, 뱃살 등의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살들을 팽팽하게 조여 주는 것으로써 대부분 셀룰라이트로

1) 대퇴부 둘레 측정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분해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슬리밍 제

대퇴부 둘레(cm)는 무릎을 기준으로 20 cm 위 부위를

품은 제품 내의 리포좀화된 유효성분이 지방 분해 및 수분

자동으로 길이가 조절되며 폭이 좁은 줄자를 사용하여 제품

배출과정에 작용하여 피부 표면의 셀룰라이트를 억제하는

사용 전과 후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5,6)

셀룰라이트 크림이라고 알려진 제품은

원리를 이용한다.

셀룰라이트를 분해함과 동시에 과잉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

2) 피하지방층 두께 측정

시켜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방의
7,8)

피하지방층 두께(μm)는 Skin Scanner High Resolution

이러한 셀룰라이트 개선

UltrasoundⓇ (taberna pro medicum, Lüneburg, Germany)

에 도움이 되는 슬리밍 제품의 효능 평가는 기기측정을 통

를 이용하여 무릎을 기준으로 20 cm 위의 대퇴부 셀룰라이

해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축적된 셀룰라이트는 측정하기가

트를 촬영하여 측정된 화상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 전과 후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한 기기로 피하지방층의 두께 등

의 피하지방층 두께를 분석하였다.

축적을 방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9)

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음파를 이용한 대퇴부 피하지방층의 두께

3) 대퇴부 임상 사진 및 적외선 체온 카메라 사진 촬영

측정과 몸무게,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통해 특수한 약물전달

대퇴부의 임상 사진은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대퇴부

용 천을 이용한 슬리밍 옷의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평가

체온(℃)은 적외선 체온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내조명의 밝

하였다.

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 사용 전과 후 시점에서 촬영하

방

법

였다. 사진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사진촬영은 동일 연구자
가 시행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C병원 피부과 외래 환자 중 본 연구의

4) 몸무게, 체질량지수(BMI) 측정

목적과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
서를 작성한 1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법으로 실험군 7

제품 사용 전과 후 각각의 시점에서 몸무게(kg)를 측정하
2
였고 또한 체질량지수(kg/m )를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명, 대조군 7명으로 분류하였다. 피험자 선정기준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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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험자에 의한 유효성 설문조사

저장방법 등이 명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처음과 두 번째 방

(Global Assessment of Efficacy by Patient)

문 시(0주, 4주)에 4주간 사용량을 피험자에게 지급하였다.

시험제품 사용 후 피험자가 느끼는 셀룰라이트 개선 정

4. 통계 분석

도에 대하여 개선됨(4), 약간 개선됨(3), 변화없음(2), 약간

모든 임상 자료는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범

나빠짐(1), 나빠짐(0)의 5단계로 피험자 본인이 답하도록 하
였다. 연구자는 각 답변에 대한 피험자 수의 백분율을 구하

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였다. 시험제품의 유효

여 시험제품의 효능여부를 판단하였다.

성 평가를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사용 전후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먼저 자료의 정규성

6) 안전성 평가

(normality)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면

시험제품의 안전성은 1회 이상 시험제품을 사용한 모든

Paired sample's T-test를, 만족하지 못하면 Wilcoxon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품 사용 8주 후 확인된 이상반응과 시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험제품과 대조

험기간 동안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을 종합하여 이상반응 발

제품의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역시 정규성 검정을

생률을 구하고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만족하면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만족하지 못하면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

7) 사용감 및 기호도 설문평가

에 대해서는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시험제품 사용 8주 후 피험자가 느끼는 제품 사용감에

통계패키지는 SPSS version 19.0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위

대하여 피험자가 직접 설문자료에 답하도록 하였다. 평가항

해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즉 P값(유의확률)이 0.05

목은 피부 바디라인개선, 슬리밍 효과 및 착용감에 대하여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하였으며, 아주 좋음(4), 좋음(3), 보통(2), 나쁨(1), 아주

결

나쁨(0)의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시험제품의 성분 및 사용법

과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14명의 평균 연령은 만 38.1 ±
Ⓡ

본 연구에 사용된 슬리밍 크림은 Hera Glam Body S’lite

9.8세로 20대 4명, 30대 1명, 40대 8명, 50대 1명으로 구성

(Amorepacific, Seoul, Korea)로 카페인(caffeine), 매실 추

되었으며, 성별은 14명 모두 여자였다. 실험군 7명, 대조군

출물(prunus mume fruit),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7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는데 대조군에서 1명이 방문일정

growth factor, EGF), 외용 항균제로 구성되어 있다. 밀봉된

을 준수하지 않아 탈락하여 총 13명이 시험을 종료하였다.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였고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적당

선정된 피험자들은 특별한 피부증상이 없었으며 시험에 영

량을 대퇴부에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켜 준 뒤 슬리밍 옷을

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나 약물 복용력 또한 없었다. 피험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24시간 착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 14명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시험제품인 슬리밍 옷은 Doctor Slim

(Ventex, Seoul,

1. 대퇴부 둘레 측정 결과

Korea)로 팬츠 형태이며, 겉감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안감은 나일론(nylon)과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구성되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에 대하여 0, 4, 8주에 측정한 대퇴

어 있고, 각각의 성분의 비율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부 둘레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제품은 시간이 지날

15%, 나일론(nylon) 72.5%, 폴리우레탄(polyurethane) 12.5%

수록 감소하였으나 대조제품은 4주 후에 증가하였으며 8주

였다. 대조제품은 시험제품과 외형이 동일하지만 면(cotton)

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유의수준 5%에서 시험제품은 0주~4

100%로 성분에 차이를 두었다. 세탁 시 중성세제를 이용하

주, 0주~8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

여 부드럽게 손세탁을 하도록 하였고 시험번호, 피험자번호,

었으나 대조제품은 0주~4주, 0~8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 14)
Characteristics
Test group
Control group
Age (years)
38.29 ± 9.94
37.94 ± 9.55
Thigh circumference (cm)
56.44 ± 2.58
56.82 ± 3.06
4199.71 ± 857.16
4144.00 ± 734.22
Thickness of subcutaneous fat (μm)
Skin temperature of thigh (℃)
29.33 ± 0.95
30.60 ± 1.25
Body weight (kg)
65.00 ± 6.45
68.28 ± 7.60
2
Body Mass Index (kg/m )
26.14 ± 3.16
25.95 ± 2.72
Values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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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찰할 수 없었다.

제품 사용 전 측정한 대퇴부 둘레 수치의 변화량을 시험

제품 사용 전 측정한 대퇴부 피하지방층 두께 수치의 변화

제품과 대조제품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0주~4주,

량을 시험제품과 대조제품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0주-8주 모두에서 유의확률 P < 0.05로 시험제품과 대조제

0주~8주에서 유의확률 P < 0.05로 시험제품과 대조제품 사

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3).

(Table 2).

3. 대퇴부 피부 온도 측정 결과

2. 피하지방층 두께 측정 결과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에 대하여 0, 4, 8주에 측정한 피부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에 대하여 0, 4, 8주에 측정한 대퇴

온도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제품과 대조제품 모두

부 피하지방층 두께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제품과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시험제품은 0주~4주, 0주~8주

대조제품 모두 측정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였다.

모두 유의확률 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

유의수준 5%에서 시험제품은 0주~4주, 0주~8주 모두에서

할 수 있었으나 대조제품은 0주~4주, 0주~8주 모두 유의확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대조제품은

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0주~4주, 0주~8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

제품 사용 전에 대한 각 방문 시 측정한 피부 온도 수치

Table 2. Thigh circumference (cm)
Visit
0 week
4 week
8 week
Intragroup comparison
P value
Intergroup comparison

P value

0~4
0~8
0~4
0~8

Test group
56.44 ± 2.58
56.23 ± 2.47
56.14 ± 2.41
*
0.011
*
0.006

week
week
week
week

Control group
56.82 ± 3.06
56.90 ± 3.12
56.90 ± 3.06
0.419
0.414
0.019†
0.006†

Values are mean ± SD.
* P < 0.05 by Paired sample's T-test.
†P < 0.05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Table 3. Thickness of subcutaneous fat (μm)
Visit
0 week
4 week
8 week
Intragroup comparison
P value
0~4 week
0~8 week
Intergroup comparison
P value
0~4 week
0~8 week
Values are mean ± SD.
* P < 0.05 by Paired sample's T-test.
†P < 0.05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Table 4. Skin temperature of thigh (℃)
Visit
0 week
4 week
8 week
Intragroup comparison
P value
Intergroup comparison

P value

0~4
0~8
0~4
0~8

Test group
4199.71 ± 857.16
4020.57 ± 905.57
3897.71 ± 894.10
*
0.007
*
0.002

Control group
4144.00 ± 734.22
4087.50 ± 794.22
4065.17 ± 780.04
0.204
0.123
0.051
0.011†

Test group
29.33 ± 0.95
30.01 ± 0.75
30.83 ± 1.13
*
0.007
0.013*

week
week
week
week

Control group
30.60 ± 1.25
31.35 ± 1.13
31.82 ± 0.47
0.344
0.103
0.934
0.705

Values are mean ± SD.
* P < 0.05 by Paired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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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량을 시험제품과 대조제품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5. 셀룰라이트 개선정도에 대한 피험자 설문 결과

한 결과, 0주~4주, 0주~8주 모두에서 유의확률 P > 0.05로

시험제품 사용 후의 셀룰라이트 개선정도에 관하여 실시

시험제품과 대조제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

한 설문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각 답변에 대한 피험자

찰할 수 없었다(Table 4).

수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4. 몸무게, 체질량지수(BMI) 측정 결과

셀룰라이트 개선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 대조제품을 사용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에 대하여 0, 4, 8주에 측정한 몸무

한 피험자는 1.67 ± 0.52로 답하였고 시험제품을 사용한 피

게와 체질량지수(BMI)의 수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제

험자는 2.57 ± 0.53이었으며, 유의확률 P < 0.05로 시험제

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으나 대조제품은 4주 후에

품과 대조제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증가하였으며 8주 후에는 첫 방문 시와 같았다. 시험제품과

있었다(Table 6).

대조제품 모두 0주~4주, 0주~8주 모두 유의확률 P > 0.05

6. 안전성 평가 결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14명의 피험자가 8주간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을 사용하는

제품 사용 전에 대한 각 방문 시 측정한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의 변화량을 시험제품과 대조제품간의 차이가 있는지

동안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분석한 결과, 0주~4주, 0주~8주 모두에서 유의확률 P <

7. 시험제품에 대한 기호도 조사

0.05로 시험제품과 대조제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험제품의 바디라인개선, 슬리밍 효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5).

과 및 착용감의 정도에 대하여 피험자가 느끼는 기호도를

Table 5. Body weight (kg) and body mass index (BMI)
Visit
Test group
Body weight
BMI
0 week
65.00 ± 6.45
26.14 ± 3.16
4 week
64.46 ± 5.96
25.94 ± 2.93
8 week
64.07 ± 6.49
25.74 ± 3.04
Intragroup comparison
P value
0~4 week
0.097
0.176
0~8 week
0.102
0.124
Intergroup comparison
P value
0~4 week
Body weight
0.023†
0~8 week
0.011†
Values are mean ± SD.
†P < 0.05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Table 6. Global assessment of improvement in cellulite by patient
Number (%)
*
*
*
*
4
3
2
1
Test group
0
4
3
0
(0)
(57.1)
(42.8)
(0)
Control group
0
0
4
2
(0)
(0)
(66.6)
(33.3)
* 4: very good, 3: good, 2: normal, 1: bad, 0: very bad.
†P < 0.05 by Mann-Whitney U test.

Table 7. Preference score by patient
Body line improvement
Test group
2.43 ± 0.53
Control group
1.67 ± 0.52
P value
0.015†
* 4: very good, 3: good, 2: normal, 1: bad, 0: very bad.
Values are mean ± SD.
†P < 0.05 by Mann-Whitney U test.

Slimming effect
2.43 ± 0.53
1.83 ± 0.9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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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Control
Body weight
68.28 ± 7.60
68.47 ± 7.42
68.27 ± 6.90
0.409
0.576
BMI

Mean ± SD

group
BMI
25.95 ± 2.72
26.02 ± 2.51
25.95 ± 2.48
0.423
0.588
0.018†
0.008†

P value

2.57 ± 0.53
0.025†
1.67 ± 0.52

Wearing fit
2.29 ± 0.95
1.33 ± 0.5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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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각 항목별 답변의 평균과 표준편차

피험자 설문조사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

로 표시하였다(Table 7).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시험제품에

었고, 대조제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대하여 긍정적인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는 셀룰라이트 개선의 주관적 지표로 피험자가 시험제품에

세 가지 항목 모두 유의확률 P < 0.05로 시험제품과 대조제

만족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을 8주간 탈락자를 포함한 14
명의 피험자가 사용하는 동안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는 전혀

고

없었으며,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이학적 검사 상으로도 홍

찰

반, 발진 및 소양감 등 피부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에 의학에서는 셀룰라이트(Cellulite)를 질환의 범주

따라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안전한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현재는 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

또한, 시험제품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서 바디라인개선, 슬리

4)

는 추세이다. 셀룰라이트는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으나 우

밍효과 및 착용감의 항목 모두 대조제품에 비해 우수한 기

리말로는 ‘부분비만'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하고 대퇴부, 둔

호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 또는 대퇴부와 둔부의 경계 부위처럼 지방이 축적되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리밍 크림은 카페인이 주성분으로

쉬운 부위에 주위와는 촉감이 다르고 다소 돌출되어 표면이

카페인의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안하

10)

생리학적으로 셀룰

였다. 카페인이 3T3-L1 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방해

라이트는 비만과 달리 칼로리의 제한이나 소모로는 제거되

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지 않는다. 셀룰라이트는 진피 내의 지방이 경화된 섬유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지방세

직 등에 의해 싸여 있는 것이므로 운동으로 쉽게 교정되지

포에서 나오는 지방사이토카인의 생산과 분비를 억제한다

않는다. 또한, 셀룰라이트 조직의 확대는 순환장애를 일으켜

는 사실을 밝혀냈다.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부종을 동반하여 부분비만을 가속화한다.

11)

외적 체형의 부

피증가 요인 외에 건강상의 순환장애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16)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카페인을 함유한 슬리밍 크림을 인체에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트리트먼트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셀룰라이트의 치료로는

하지만, 이러한 슬리밍 크림을 단순히 도포하고 일반 옷

식생활 개선과 운동요법을 기본으로 하여 에스테틱, 레이저

을 입게 되면 도포제가 옷감에 많은 양이 흡수되어 피부에

및 고주파 등의 의료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

머무는 농도가 떨어지므로 일방향 약물전이시스템(Drug

12-15)

본 연구에서는 특수한 약물전달용 천으로

Delivery System, DDS)을 응용한 특수 소재의 옷감을 이용

만든 슬리밍 옷을 착용하도록 하여 셀룰라이트의 개선 효과

하게 되었다. 일방향 약물전이시스템(DDS)은 목표로 하는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약물을 적용 부위에 적정량을 보내어 확실히 흡수시키는 것

시되고 있다.

만 20~50세의 무릎을 기준으로 20 cm 위의 대퇴부 둘레

17)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시험제품

가 50 cm 이상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슬리밍 크

의 겉감 성분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은 내수성을

림을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대퇴부에 사용하게 한 후, 시

가지고 있어 도포제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퇴부에만 일정한

험제품과 대조제품을 24시간 착용하도록 하였다. 제품 사용

농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과 사용 후 4주, 8주에 대퇴부 둘레 및 피하지방층 두께

성분으로 나일론(nylon)은 친수성이므로 땀을 흡착하도록

측정, 사진촬영 및 피험자 주관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

하였으며,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은 신축성이 뛰어나 일

험제품과 대조제품의 셀룰라이트 개선에 대한 효능을 평가

상적 활동에 유용하므로 함께 사용하였다.

18)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외 시험제품의 안감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14명으로 비교적

첫째, 시험제품의 사용 후 대퇴부의 둘레와 피하지방층의

적고 식사, 운동 및 생활 습관 혹은 셀룰라이트의 변화를 가

두께 측정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져올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통제가 없었다는 제한점을 갖

대조제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퇴부

고 있지만, 이중맹검을 시행하였고 특별한 통제가 없었지만

둘레와 피하지방층의 두께 감소는 셀룰라이트가 개선되었

체중감량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실제로 옷

다는 객관적 지표를 의미하며, 시험제품과 같은 특수 소재

을 입고 생활하는 일반적인 실생활을 모델로 하여 연구가

의 옷이 셀룰라이트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자인되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또한 피하지방층 두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초음파 기계는

론적으로, 시험제품인 특수한 약물전달용 천을 이용한 슬리

9)

이전에 한 외국문헌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 비침습적

밍 옷은 피부에 자극 없이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것으로 판단되며, 효과적인 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은 현 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둘째, 시험제품의 셀룰라이트 개선 정도에 대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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