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신체 중에서 피부는 가장 크고 복잡한 기관 중 하나이며, 여

러 세포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eng et al., 2019). 피부는 신

체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구분 짓는 구조적인 장벽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피 수분 손실 억제, 온도 유지, 감각 지각, 면역 감시

(immune surveillance)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Farage et al., 2013). 뿐만 아니라, 피부 내외적 상태는 개

인의 자존감(self-esteem)과 사회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Gupta & Gilchrest, 2005).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외인성 노화

(extrinsic aging)로 개념화할 수 있다(Kim et al., 2018). 내인

성 노화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따라 모든 조직에서 나타

나는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을 말하며(Pierard et al., 2014), 피

부 표면 거칠기, 잔 주름, 피부 위축 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Edwards et al., 2003). 외인성 노화는 주로 자외선, 적외

선, 흡연, 오염 등의 외부적인 환경요인의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

며, 내인성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Guinot et al., 

2002). 해당 요인의 빈번한 노출은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Yaar & Gilchrest, 2007). 

세부적으로 인간 피부는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내인성 노화

와 외인성 노화가 동시에 일어 날 수 있다. 특히, 얼굴은 이러한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부분으로, 다른 피부 부분

에 비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특징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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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tried to reveal the levels of the percep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acial skin aging among adult Korean women according to age. 
Methods: Using literature reviews, we determined the different levels of each facial 
skin aging sign is related to the chronological age of individuals, and developed the 
multiple-choice chart based on the four different levels; low, medium, high and very 
high. Forthy Korean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perceived levels of 
the aged signs using the chart. Also, clinic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aged signs according to age-group among the participants. Results: 
We found that age-related structural changes on a human face were shown on the 
ten different regions, including wrinkles in the outer corner and bottom of eyes, 
wrinkles between the eyebrows, nasolabial lines, pigmentation and skin texture 
on cheeks, lip lines, sagging on a double chin, pore sizes on the nose, dark circles 
under the eye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aged levels of all 10 categories 
were described to be increased as participant-age increases. To verify the results, we 
clinically tested whether the facial skin aging signs have a tendency to increase with 
the chronological age using an ANTERA-3D device, and found that the aged levels 
of the signs were specifically increased with the chronological age. Conclusion: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 perceived and clinical levels on the 10 
regions of facial skin aging were relate to the chronologic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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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lvenne et al., 2013). 게다가, 반복적인 얼굴 표정은 주름

의 생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Lemperle et al., 2001). 얼굴 피부

의 겉모습은 나이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Geng et 

al., 2007; Coma et al., 2014). 서양 사회에서, 여성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외모 및 가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화장품과 피부관리에 대한 비용 지출의 증가와 관

련 있다고 보고되었다(Twigg et al., 2014). 

비록 수년동안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간 노화

에 대한 정확한 생물학적 마커(biological marker)는 없는 상태

이다(Sprott, 2010). 다양한 역연령은 생물학적 노화에 대한 가

장 대표적인 예측인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피

부 노화에도 연결될 수 있다. 피부학적 연구분야에 있어 생물학

적과 생물리학적 피부 특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파라미터 들이 제

시되고 있다(Rogiers, 2001). 예를 들어, 피부 표면 pH, 각질층

의 수분도(stratum corneum hydration, SCH), 경피수분손실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과 같은 기능학적 파라미터 

들은 피부 장벽의 온전성(integrity)과 상태에 대한 마커로 활용되

고 있다(Rogiers, 2001). 상기 파라미터 등은 피부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피부 표면 pH의 증가, TEWL 감소, 피부 표면 거칠기 증

가 및 피부 탄력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Kottner et al., 2013). 이

러한 노화 의존적인 변화는 피부 색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계

적 측정을 기반으로 한 기능학적 파라미터와 더불어, 피부노화와 

연관된 다양한 임상학적 지표들도 피부 연구 및 피부미용학에 사

용되고 있다. 주름, 색소침착, 피부 처짐 등은 피부 노화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임상지표로 사용된다(Trojahn et al., 2014; 

Masuda et al., 2014) 

비록 많은 연구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 노화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하 상기 파라미터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임상학적 특징과 생

물리학적 파라미터 간의 관련성 유무 및 관련 정도에 대한 포괄적

인 연구 결과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연구 논문은 신체 노

화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역연령은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 노

화 증상 및 정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고되었

다(Trojahn et al., 2015). 이는,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 노화 증상

은 인간이 가지는 역연령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나이에 따른 피부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 속

의 콜라겐의 양이 감소된다(Fu et al., 2010). 이러한 콜라겐의 감

소는 중력의 효과와 더불어 피부를 더욱 검게, 얇게, 덜 탄력있게 

만든다. 또한, 지방세포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피부의 처짐을 이

끈다 (Fu et al., 2010). 이러한 다양한 피부 노화의 결과로 인해 

얼굴 피부는 국소적인 색소침착과 주름 정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Fu et al., 2010). 이러한 노화에 따른 얼굴 피부의 변화

는 피부 밑에 존재하는 골격 노화를 통해서도 가속화 된다고 보고

되었다. 즉, 나이에 따른 얼굴 피부의 노화는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와 골격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 얼굴 피부의 노화에 있어 노화의 속도는 성인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나, 특정 연령대에 보이는 노화의 속도가 증가

되는 현상이 피부에서 나타난다(Albert et al., 2007).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피부의 낮은 변화가 나타나나, 40대에서 50대로 

가면서 가시적인 머리, 얼굴 그리고 목 부분의 피부 변화가 뚜렷

이 나타난다(Albert et al., 2007). 

얼굴 피부의 노화에 있어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얼굴 내 주름과 

피부 처짐이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주름은 다른 피부 보단 화장

품적과 피부과적 수술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얼굴에 나타

난 주름에 대한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Fitzpatrick은 얼굴에 나타

나는 주름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였다(Fitzpatrick et al., 

1996). 하지만, 본 분류법은 주름의 깊이 보다는 주름의 정도 및 

피부 탄력 저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Glogau도 얼굴의 주

름을 3단계로 분류하는 법을 제시하였으나, 잔주름 및 깊은 주름

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Glogau, 1996). Lemperle은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고자, 얼굴의 주름을 눈가, 볼, 입술주위, 미간, 이중턱, 

목, 귀 등을 포함한 11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각 부분에 대한 주

름의 깊이를 5단계로 정하는 법을 제시하였다(Lemperle et al., 

2001). 

상기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얼굴의 노화 정도는 실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얼굴에서 나타나는 

주름 등의 피부 변화가 실제 연령과의 연관성 정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얼굴에서 나타나

는 세부적인 주름에 대한 정도가 실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30대에서 60대 사이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 

부분에서 나타나는 주름의 정도를 설문법과 임상측정을 통하여, 

해당 정도와 실제 연령과의 관계성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Methods

1. 피시험자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해 30-69세의 신체질환이 없는 한국인 여성을 피

시험자로 선정하였으며, 연령별 안면 피부 상태를 측정하기위해, 

30대 피시험자 10명, 40대 피시험자 10명, 50대 피시험자 10명, 

60대 피시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한국피부

과학연구원 기간생명윤리위원회에 심사 후 연령별 안면 피부 상태 

측정만 하는 연구로 관련 심의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았으며, 2019

년 2월 11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과제관리번

호: 1-70005239-AB-N-01-2019-KIDS-AIA065-HR-01). 

2. 선다형을 이용한 피시험자의 안면 노화 상태 설문조사

상기 Introduction에서 언급한 안면 노화 시 나타나는 주름 등 

피부 변화에 대한 피시험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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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부 노화와 연관된 10부분에 대한 정도를 바우만 피부타입

(Baumann, 2008) 내 주름과 관련한 문항을 선다형으로 제작하

여, 피시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및 각 문

항별 선다형은 Table 1과 같다. 

3. 연령 변화에 따른 눈 밑 주름, 눈꼬리 주름, 미간 주름, 팔자 주

름 평가

먼저, 피시험자의 정확한 피부 측정을 위해, 동일한 세안제

로 세안 후 30 min 항온항습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다. 이

후, ANTERA 3D (Miravex Co., Ltd, Dublin, Ireland)를 이용

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눈 밑 주름, 눈꼬리 주름, 미간 주름, 팔

자 주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이미지는 ANTERA CS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값은 피부 주름을 평가

하는 Wrinkles 값을 이용하여 미세 주름은 small, 중간 주름은 

medium, 굵은 주름은 large의 scale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령 변화에 따른 안면 기미 평가

피시험자의 안면 기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안 후 30 min 

항온항습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며, ANTERA 3D를 이

용하여 피시험자의 안면 부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이미지는 

ANTERA CS software (Miravex Co., Ltd)를 이용하여 피부의 

기미를 평가하는 멜라닌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 통계분석

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값은 SPSS 17.0 for Windows 

(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였으며, 측정값에 대한 유의성 판단은 paired t-test 분

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설문조사 기반 피시험자 주관적 안면 피부 노화 상태 결과

얼굴은 신체 피부 중 외부 환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한 부분으

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를 통해 대중들은 그 사람의 

나이(perceived facial age)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Trojahn 

et al., 2015). Caucasian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

해, 얼굴을 통한 인지연령(perceived age)은 실질적인 나이(역

연령, chronological age)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Tsukahara et al., 2004). 특히, 인지연령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

이는 부분은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의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얼굴

의 주름의 정도는 역연령과 정비례 관계성을 갖는다(Tsukahara 

et al., 2007). 서양인들과 동일하게, 일본, 중국 그리고 태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얼굴을 통한 인지연령은 주름의 

정도로 판단하는 특성이 있으며, 주름의 정도는 역연령과 높은 관

계성이 있다고 나타냈다(Tsukahara et al., 2007). 얼굴 내 특히 

눈가 주름의 정도는 나이의 증가와 정비례적인 관계성이 높은 수

치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팔자 주름 등의 볼 부분의 주름의 정도 

또한 나이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여러 논문들을 통해, 

얼굴 노화에 있어서 나이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은 10부분으로 요

약할 수 있으며,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얼굴의 노화 정도

를 통한 인지연령과 역연령은 정의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30대, 40대, 50대, 60

대별로 나타나는 안면 노화 인식도와 임상학적으로 연령별 안면 

피부 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Table 1에서 언급한 얼굴 내 10부분에 대한 노화의 인식

도가 연령별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30대, 40

대, 50대, 60대 한국인 여성 10명(총 40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 정도의 인식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관

적인 평가 정도를 낮추고자, 2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는, 얼굴 내 세부 10부분에 대한 노화의 정도를 4수준으로 나누어 

선택하게끔 하였으며, 두 번째는 photo scoring method (Mayes 

et al., 2010)을 기반으로, 얼굴 내 세부 부분에 대한 노화 정도

를 사진으로 보여주어 선택하게끔 하였다. 피부 노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량 분석이며, 피부 표면의 굴곡도(topography) 

및 인장력(displacement rate of skin surface)를 기반으로 한다

(Li et al., 2006; Endo et al., 2001). 하지만 본 방법은 안면 노

화의 인지도 분석에 있어 사용하기 힘들며, 젊은 나이대의 피부에 

있어서 피부의 처짐 정도가 낮아 세분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

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피부 표면 굴곡 변화는 50

대와 60대의 피부에서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Mayes et al., 

2010). Photo scoring methods는 피부 노화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카메라 이외에 피부 측정장

비가 필요하지 않아, 설문지 기반의 인식도 조사에 적절해, 피부

과, 성형외과, 화장품학에 많이 사용된다(Griffiths et al., 1992; 

Larnier et al.,1994; Lemperle et al., 2001).

선다형을 이용하여 30-60대 피시험자의 10부분에 대한 안면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Research variables Scales

The level of periorbital wrinkles

4 (low to high)

The level of under eye wrinkles

The level of glabellar frown wrinkles 

The levels of nasolabial folds

The pigmentation levels on cheeks

The levels of lip lines

The level of sagging on a double chin

The level of smoothness on cheeks

The level of pore size on cheeks

The level of ey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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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화 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눈가 주름 상

태에 있어서 30대는 '거의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가 50%의 비율로 

답하였으며, 40대는 '미세한 가로형의 주름이 보인다'가 40%의 비

율로 답하였으며, 50대는 '눈꼬리 옆에 부채형의 옅은 주름이 보

인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고, 60대는 '눈꼬리 옆에 부채형으로 

퍼진 깊은 주름이 보인다'가 90%의 비율로 답하였다 (Table 2). 

눈 밑 주름 상태에 있어서 30대 및 40대는 '눈 아래 둥근 반원

형의 미세한 주름이 보인다'가 80% 및 70% 비율로 답하였으며, 

50대는 '눈 아래에 옅은 주름과 눈 앞머리에 처진듯한 주름이 보

인다'가 70%의 비율로 답하였고, 60대는 '눈 아래에 진한 주름

과 눈 앞머리에 처진 주름이 보인다'가 90%의 비율로 답하였다 

(Table 3).

미간 주름 상태에 있어서 30대 및 40대는 '미세한 가로형의 주

름이 보인다'가 70% 및 60% 비율로 답하였으며, 50대는 '눈썹 사

Table 6. The survey results of pigmentation levels on cheek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0 0.0 0 0.0 1 10.0 0 0.0
2 10 100.0 5 50.0 7 70.0 1 10.0
3 0 0.0 5 50.0 2 20.0 2 20.0
4 (highest) 0 0.0 0 0.0 0 0.0 7 70.0

Table 2. The survey results of periorbital wrinkle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5 50.0 2 20.0 0 0.0 0 0.0
2 3 30.0 4 40.0 2 20.0 0 0.0
3 2 20.0 3 30.0 6 60.0 1 10.0
4 (highest) 0 0.0 1 10.0 2 20.0 9 90.0

Table 3. The survey results of under eye wrinkle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1 10.0 0 0.0 0 0.0 0 0.0
2 8 80.0 7 70.0 3 30.0 1 10.0
3 1 10.0 3 30.0 7 70.0 9 90.0
4 (highest) 0 0.0 0 0.0 0 0.0 0 0.0

Table 4. The survey results of glabellar frown wrinkle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1 10.0 1 10.0 0 0.0 0 0.0
2 7 70.0 6 60.0 1 10.0 1 10.0
3 2 20.0 3 30.0 7 70.0 1 10.0
4 (highest) 0 0.0 0 0.0 2 20.0 8 80.0

Table 5. The survey results of nasolabial fold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0 0.0 0 0.0 0 0.0 0 0.0
2 7 70.0 4 40.0 2 20.0 0 0.0
3 3 30.0 6 60.0 5 50.0 4 40.0
4 (highest) 0 0.0 0 0.0 3 30.0 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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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로형과 세로형의 옅은 주름이 보인다'가 70%의 비율로 답

하였고, 60대는 '눈썹 사이에 가로형과 세로형의 깊은 주름이 보

인다'가 80%의 비율로 답하였다 (Table 4).

팔자 주름 상태에 있어서 30대는 '옅은 팔자 주름의 형태가 보

인다'가 70%의 비율로 답하였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팔자 주름이 보인다'가 60% 및 50%의 비율로 답하였으며, 

60대는 '콧방울 옆으로 시작하여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깊은 팔자 

주름이 보인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다 (Table 5).

볼 부위 색소침착 상태에 있어서 30대, 40대 및 50대가 '볼광대 

부위에 옅은 색소침착이 군데군데 보인다'가 100%, 50%, 70%로 

답하였으며, 60대는 '비교적 넓은 부위에 색소침착 면적과 함께 

짙은 기미 자국이 보인다'가 70%의 비율로 답하였다 (Table 6).

입술 주름 상태에 있어서, 30대 및 50대는 '잔주름이 조금 보이

는 편이다'가 70% 및 60%의 비율로 답하였으며, 40대는 '굵은 주

Table 10. The survey results of pore size on cheek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0 0.0 0 0.0 0 0.0 0 0.0
2 2 20.0 3 30.0 4 40.0 1 10.0
3 7 70.0 5 50.0 6 60.0 2 20.0
4 (highest) 1 10.0 2 20.0 0 0.0 7 70.0

Table 11. The survey results of eye circle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1 10.0 1 10.0 1 10.0 0 0.0
2 4 40.0 6 60.0 6 60.0 1 10.0
3 4 40.0 3 30.0 2 20.0 3 30.0
4 (highest) 1 10.0 0 0.0 1 10.0 6 60.0

Table 9. The survey results of smoothness on cheek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1 10.0 0 0.0 0 0.0 0 0.0
2 3 30.0 6 60.0 4 40.0 1 10.0
3 3 30.0 4 40.0 4 40.0 3 30.0
4 (highest) 3 30.0 0 0.0 2 20.0 6 60.0

Table 7. The survey results of lip lines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0 0.0 0 0.0 0 0.0 0 0.0
2 7 70.0 3 30.0 6 60.0 0 0.0
3 3 30.0 6 60.0 4 40.0 5 50.0
4 (highest) 0 0.0 1 10.0 0 0.0 5 50.0

Table 8. The survey results of sagging on a double chin

Scale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1 (lowest) 6 60.0 0 0.0 2 20.0 0 0.0
2 4 40.0 4 40.0 3 30.0 1 10.0
3 0 0.0 5 50.0 5 50.0 3 30.0
4 (highest) 0 0.0 1 10.0 0 0.0 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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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보이는 편이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고, 60대에서는 '입술

과 입술주위 모두 굵은 주름이 존재하다'가 50%의 비율로 답하였

다(Table 7). 

이중턱의 피부 늘어짐 상태에 있어서 30대는 '거의 처지지 않았

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으며, 40대 및 50대는 '처진 편이며 육

안상으로 이중턱이 살짝 불룩해 보인다'가 50% 및 50%의 비율로 

답하였고, 60대는 '턱아래 부분에 처진 이중턱이 보인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다(Table 8). 

안면 볼부위 피부결 상태에 있어서 30대 및 40대는 '피부결이 

느슨하고 늘어져 보인다'가 30% 및 60%로 답하였으며, 50대에는 

'피부결이 늘어지고 푸석한 편이다'가 40%로 답하였고, 60대에는 

'색소침착과 함께 피부결이 늘어지고 푸석한 편이다'가 60%의 비

율로 답하였다(Table 9). 

코 옆 볼부위의 모공 상태에 있어서, 30대, 40대, 50대는 '부분

적으로 모공이 크게 육안으로 보인다'가 70%, 50%, 60%의 비율

로 답하였으며, 60대에는 '모공이 비교적 크고 팔자 주름을 따라 

모공이 처졌다'가 70%의 비율로 답하였다(Table 10). 

마지막으로 눈 아래 다크서클 상태에 있어서, 30대, 40대, 50

대는 '연하게 잿빛 또는 갈색빛의 다크서클이 보인다'가 40%, 

60%, 60%로 답하였으며, 60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보인다'가 

60%의 비율로 답하였다(Table 11). 

2. ANTERA 3D 측정기를 통한 피시험자의 연령에 따른 눈 밑 주

름, 눈꼬리 주름, 미간 주름, 팔자 주름 평가 결과

ANTERA 3D를 이용한 연령 변화에 따른 눈 밑 주름을 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ANTERA 3D를 이용하여 눈 

및 주름 부위를 분석한 결과, 피부의 주름을 평가하는 wrinkles 

medium 값이 30대에서 14.56, 40대에서 17.38, 50대에서 

18.07, 60대에서 18.52로 연령 증가에 따라 눈 밑 주름값이 증가

하였다. 

ANTERA 3D를 이용한 연령 변화에 따른 눈꼬리 주름을 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3). ANTERA 3D를 이용하여 눈꼬

리 주름 부위를 분석한 결과, 피부의 주름을 평가하는 wrinkles 

small 값이 30대에서 6.78, 40대에서 9.15, 50대에서 11.35, 60

Table 15. The results of wrinkles medium value on nasolabial fold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Mean 21.91 29.38 37.77 42.66
S.D. 4.98 7.11 11.13 13.24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6. The results of melanin value on cheeks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Mean 0.570 0.620 0.660 0.665
S.D. 0.043 0.068 0.048 0.04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2. The results of wrinkles medium value on under eye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Mean 14.56 17.38 18.07 18.52
S.D. 2.64 4.44 2.94 4.4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3. The results of wrinkles small value on periorbital skin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Mean 6.78 9 .15 11 .35 13.30 
S.D. 0.33 1 .35 1 .61 2.14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4. The results of wrinkles medium value on glabellar frown
30s (N=10) 40s (N=10) 50s (N=10) 60s (N=10)

Mean 17.44 21.35 26.37 31.74
S.D. 3.97 5.59 5.39 12.2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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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13.30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눈꼬리 주름값이 증가하였다.

ANTERA 3D를 이용한 연령 변화에 따른 미간 주름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4). ANTERA 3D를 이용하여 미간 부

위를 분석한 결과, 피부의 주름을 평가하는 wrinkles medium 값

이 30대에서 17.44, 40대에서 21.35, 50대에서 26.37, 60대에

서 31.74로 연령 증가에 따라 미간 주름값이 증가하였다.

ANTERA 3D를 이용한 연령 변화에 따른 팔자 주름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5). ANTERA 3D를 이용하여 팔자 부

위를 분석한 결과, 피부의 주름을 평가하는 Wrinkles large 값이 

30대에서 21.91, 40대에서 29.38, 50대에서 37.77, 60대에서 

42.66로 연령 증가에 따라 팔자 주름값이 증가하였다. 

ANTERA 3D를 이용한 연령 변화에 따른 기미를 평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16). ANTERA 3D를 이용하여 볼광대부위

를 분석한 결과, 피부의 기미를 평가하는 melanin 값이30대에서 

0.570, 40대에서 0.620, 50대에서 0.660, 60대에서 0.665로 연

령 증가에 따라 기미값이 증가하였다.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안면 부분에

서 나타나는 노화 정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임상학적 노화의 정도

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Photo scoring methods를 

기반으로 안면 노화 정도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연령별

로 안면 노화가 증가됨이 나타났으며, 피부 측정기를 통해 눈 밑 

주름, 눈꼬리 주름, 볼 부위 기미, 팔자 주름, 미간 주름의 정도가 

연령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연령에 따른 안면노화 정도를 평가 및 예측하는데 중요한 학술

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령에 대

한 피부노화의 인식 정도는 나이와 관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안면 세부 부위의 노화 정도 증가는 추후 피부 나

이 평가를 기반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임상학적 피부관리 

평가에 중요한 학문적인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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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얼굴 노화 정도에 대한 인식과 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쁨1,2, 김지예1,2, 안성관3, 민은설4, 배승희3* 
1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서울, 한국 
2한국피부과학연구원, 서울, 한국 
3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질병분자표적신약연구소, 서울, 한국 
4(주)메타포뮬러, 경기도 성남시, 한국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나타나는 얼굴 노화 정도에 대한 인식과 임상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방법: 참고문헌 조사를 통해,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세부 부분 및 정도를 결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4지선다 형식의 설문

지를 개발하였으며,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정도를 4수준(낮음, 중간, 높음, 아주 높음)으로 구분하게 하였다. 40명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지는 얼굴에 대한 노화 인식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얼굴 노화 인식과 실제 연령별 피

부 노화 정도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학적 측정을 통해 관찰하였다. 결과: 참고문헌 조사를 통해 나이가 증가함에 딸 얼

굴에 나타나는 노화는 세부적으로 10부분(눈 밑 주름, 눈꼬리 주름, 미간 주름, 팔자 주름, 볼 부위 기미, 볼 부위 피부톤, 입술 주름, 

이중턱 부위의 피부 처짐, 눈 밑 다크서클, 코 옆 부위의 모공 크기) 에서 나타남을 알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얼굴 노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 결과, 10부분 모든 항목 내 노화의 정도와 평가자의 연령대가 비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의 노화 정도와 실제 나이와의 연관성을 임상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평가자의 얼굴 내 노화 정도를 ANTERA-3D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얼굴 내 세부 노화 정도도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결론: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얼굴 내 세부적인 10부분에 대한 노화 정도 인식 및 임상학적 특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나타낸

다.

핵심어: 얼굴 피부, 노화, 인식, 나이, 임상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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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女性按年龄组评估面部皮肤老化的感知和临床特征 
 
金기쁨1,2，金智叡1,2，安成官3，閔銀雪4，裵承熙 3* 
1建国大学生物工学科，首尔，韩国 
2韩国皮肤科学院，首尔，韩国 
3建国大学化妆品学科疾病分子靶标新药研究所，首尔，韩国 
4MetaFormula，京畿道城南市，韩国

目的: 在这项研究中，我们试图根据年龄显示成年韩国女性面部皮肤老化的感知水平和临床特征。方法: 利用文
献综述，确定每个面部皮肤老化征的不同水平与个体的实际年龄有关，并根据四个不同的水平制定多项选择图;
低，中，高和非常高。有意向的韩国参与者被要求使用图表描述他们对老年人体征的感知水平。此外，进行了
临床研究以调查参与者中根据年龄组的老年体征的变化。结果: 我们发现人脸上与年龄相关的结构变化显示在
十个不同的区域，包括眼角外侧和眼底皱纹，眉毛之间的皱纹，鼻唇沟线，色素沉着和脸颊上的皮肤纹理，唇
线，双下巴下垂，鼻子上的毛孔，眼睛下方的黑眼圈。调查结果显示，随着参与者年龄的增加，所有10个类别
的老年人水平都有所增加。为了验证结果，我们临床测试了面部皮肤老化迹象是否有使用ANTERA-3D装置随着
实际年龄增加的趋势，并且发现老化的体征水平随着实际年龄而特别增加。结论: 因此，我们的研究结果表明，
面部皮肤老化的10个区域的感知和临床水平与实际年龄有关。

关键词: 面部皮肤，衰老，感知，年龄，临床研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