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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Study on Facial Wrinkles

Treated with Miso Facial Acupuncture
-Measured by The Facial Skin Photographing System-

Lee Kyung-min, Lim Seong-chul, Kim Jae-su and Lee Bong-hyo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age of Orietn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wrinkle treatment effect of Miso Facial

Acupuncture with the facial skin photographing system.

Methods : Six middle-aged women with no diseases were recruited. Miso Facial Acupuncture, a total

ten times was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The facial skin photograph of each participant was checked

two times-pretreatment, posttreatment-using the facial skin photographing system. Both squares and

counts of wrinkles in the facial 3 parts were measured for each one.

Results : Both squares and counts of wrinkles were decreased on average. The improvement of lower

eyelid were the best of all. And the wrinkles of outside of lip were reduced a little.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could evaluate the wrinkle treatment effects of Miso Facial

Acupuncture by an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Miso Facial Acupuncture has notable effect in wrinkle

treatment. As though we had not wide experiences in this treatment, more researches are needed.

Key words : Facial wrinkle, Miso facial acupuncture, facial skin photograp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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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

서 피부노화와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 많이 있지만 피부에서

일어나는 노화는 관찰이 용이하여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징후 중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의 대상인 것은 주름

이다.

주름은 이마, 눈 주위, 미간, 입 주위 등의 안면이

나 머리, 목덜미, 손발 등의 신체 각 부위에 생기는데,

30세 전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수나 깊이, 범위가 증가한다. 피부의 주름은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각질층 수분량

의 저하, 각질층의 비후, 표피의 위축, 진피의 교원 섬

유 및 탄력 섬유의 변성 등에 의한 피부의 3차 구조

의 변화를 유발하여 탄력성이나 신축성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이다1).

한의학에서 주름에 관한 연구는 한약물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섬유아세포 활성화, 콜라겐 증식, 콜라겐

분해효소의 억제 등의 작용이 있는 수종의 한약물이

보고되었다
2-4)

. 그러나 최근 미용침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 다양한 방법의 안면 미용과 관련한 침

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미소안면침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이다
5-8)

.

전안촬영시스템은 피부의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 피부주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재현성과 정확

성이 비교적 높은 측정방법이다
9)

.

미소안면침은 안면피부 속 표정근 주위 혈자리들

을 침으로 풀어주고 경혈을 자극하여, 얼굴의 처진 근

육을 올리고 주름을 없애며 자연스런 얼굴 윤곽을 살

려주는 한방 침술요법이다. 이 방법은 안면부 균형을

조절하여 여러 가지 안면이상을 바로 잡아 줄 수 있

다고 한의사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

소안면침의 안면 주름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8)

. 이에 저자는 전안촬영시스템을 이

용하여 미소안면침의 주름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

가해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부속병원 침구과 외래에 방문

한 환자 중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는데 동의한, 안면부

에 기저 질환이 없는 중년 여성 6명(피험자 A : 57세,

B : 59세, C : 49세, D : 57세, E : 48세, F : 55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주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나 시술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검사

전안촬영시스템(DM-3 Manager ver. 1.0 (주)트루

시스템, 한국)은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와 형광조명

및 UV조명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얼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부의 상태를 분석하는 기기이다. 본 측정

기기는 모공, 색소침착, 주름의 면적과 개수, 피지, 피

부색 등의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여 분석결과를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본 연구에서 이 중 피부 주름의

면적과 개수를 측정하였다
10)

.

주름 측정은 컴퓨터 마우스로 픽셀의 크기를 조절

하여 좌안 외측의 경우 60 × 60픽셀의 정사각형을 좌

안외자 외측 5㎜를 기준으로 정사각형 좌상각이 위치

하게 하였으며, 좌하안검 부위의 경우 80 × 80픽셀의

정사각형을 좌측 承泣穴에 정사각형 윗변의 중심이

오도록 하였고, 좌구각 외측 부위의 경우 80 × 80픽셀

의 정사각형 좌상각이 좌구각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

였다. 피험자는 시술 전, 10회 시술 후로 2회 사진을

촬영하였고 좌안 외측(R1), 좌하안검 부위(R2), 좌구각

외측부(R3)의 피부 주름의 면적과 개수를 분석하였다.

3. 치료 및 실험

1) 사용침

침은 일회용 stainless steel 멸균 호침(동방침구제

작소, 0.16 × 30㎜, 0.18 × 40㎜)을 자침부위에 따라 선

택하여 사용하였다.

2) 자침부위 및 자침방법

대상자의 안면에서 좌우 균형과 순환을 목적으로

양측을 다 치료하였으며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

stoid m.), 이개근(Auricular m.), 측두근(Tempor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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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Mean±SD Z p-value

Skin furrows square
Pretreatment 13 21 5 2 19 3 10.50±8.33

-1.841 0.066
Posttreatment 13 12 4 7 10 3 8.17±4.17

Skin furrows counts
Pretreatment 12 26 10 1 24 9 13.67±9.56

-2.207 0.027*

Posttreatment 9 13 7 9 12 5 9.17±2.99

R1 area : Lt. lateral marginl of orbit.
* : p-value<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1. Analysis of Skin Furrows Square and Counts on R1 Area

전두근(Frontal m.), 교근(Masseter m.), 안륜근(Orb-

icularis oculi m.), 소근(Risorius m.)을 대상으로 미소

안면침 기본 자침방법에 따라 시술하였다. 흉쇄유돌

근(Sternocleidomastoid m.)의 종지부, 기시부, 기시부

와 종지부의 중간 부위, 이 부위와 종지부의 중간 부

위를 직자로 자침 후 바로 발침하였다. 이개근(Auri-

cular m.)은 전, 상, 후이개근을 근육방향에 수직이 되

도록 횡자하였으며, 측두근(Temporal m.)은 근육의

경계를 따라 근육결에 수직이 되도록 횡자하였다. 전

두근(Frontal m.)은 종지부부터 전발제 사이에 근육결

에 수직이 되도록 횡자하고 교근(Masseter m.)은 내

측연과 외측연을 따라 근육결에 수직으로 횡자, 안륜

근(Orbicularis oculi m.)은 근육의 경계를 따라 근육

결에 수직이 되게 횡자하였으며, 소근(Risorius m.)은

하악에서 睛明穴을 향하여 근육결에 수직이 되도록

횡자하였다. 흉쇄유돌근 이외의 근육은 자침 후 15분

간 유침을 하였고 발침 후 반대측에 같은 순서와 방

법으로 자침하였다
6,8)

.

3) 실험

6명의 피험자는 일주일에 3회씩 총 10회의 미소안

면침의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시술자 2명이 피험자를

나누어 무작위 시술하였다.

4.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도출된 자료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각 군의 치료기간 동안의 유의성

을 검정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로 검정하였다. 여기서

Z값은 전, 후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가 양의 부호

를 가지는 쌍과 음의 결과를 가지는 쌍의 두 군으로

구분한 후 절대값의 순서대로 나열한 평균 순위의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Ⅲ. 결  과
1. 좌안외측주름의 변화

6명의 피험자의 좌안외측주름의 면적과 개수를 측

정하여 분석하였다. 피부주름면적의 경우 시술 전 6인

평균 10.50±8.33에서 10회 시술 후 8.17±4.17로 피부주

름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피부주

름개수에서는 시술 전 13.67±9.56개에서 10회 시술 후

9.17±2.99개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Table 1, Fig.

1～4).

2. 좌하안검부위주름의 변화

피시술자들의 좌측 하안검 부위 주름의 면적과 개

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하안검의 피부주름 면적은

시술 전 평균 16.00±12.17에서 10회 시술 후 8.50±6.25

로 면적이 감소하였다. 주름 개수에서도 시술 전

19.83±12.38개에서 10회 시술 후 12.67±7.79개로 변화

하여, 주름 면적과 개수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Table 2, Fig. 1～4).

3. 좌측구각외측주름의 변화

좌측 구각 외측 주름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술

전 평균 8.17±6.65, 10회 시술 후 6.83±6.15로 약간의

호전을 보였다. 구각외측 주름 개수를 살펴보면 시술

전 평균 10.67±6.25개에서 10회 시술 후 6.5±4.51개로

주름 면적 및 개수에서 감소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없

었다(Table 3,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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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Mean±SD Z p-value

Skin furrows square
Pretreatment 15 11 3 1 3 16 8.17±6.65

-1.633 0.102
Posttreatment 14 8 3 2 0 14 6.83±6.15

Skin furrows counts
Pretreatment 20 16 5 4 10 9 10.67±6.25

-1.826 0.068
Posttreatment 11 11 4 4 0 9 6.5±4.51

R3 area : Lt. outside of lip.

Table 3. Analysis of Skin Furrows Square and Counts on R3 Area

A B C D E F Mean±SD Z p-value

Skin furrows square
Pretreatment 35 36 13 11 9 2 16.00±12.17

-2.201 0.028*

Posttreatment 13 19 4 3 7 5 8.50±6.25

Skin furrows counts
Pretreatment 34 32 25 12 13 3 19.83±12.38

-1.992 0.046
*

Posttreatment 12 27 9 4 14 10 12.67±7.79

R2 area : Lt. lower eyelid.
* : p-value<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Table 2. Analysis of Skin Furrows Square and Counts on R2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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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skin furrows counts on R1～

R3 areas

Fig. 3. Changes of skin furrows square on R1～

R3 areas

Ⅳ. 고  찰
요즘 사회는 well-being 붐이 일어날 정도로 신체

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다.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해가면

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것은 노화에 따른 신체 변

화이다. 그 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변화는

피부 노화이며 이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한 연구가

의학계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11,12).

피부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인 주름은 표피의 피하

층 근육의 끊임없는 운동에 의하여 접히고 펴지는 과

정에서 노화의 진행에 따라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위인 유두층의 굴곡이 점점 펴

지며 엘라스틴 섬유와의 부착력을 잃게 되면서 피부

표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진피조직 중 섬유조직의 변

성으로 피부의 신축성이 감소되며 생긴 골이 점점 깊

어져 피부의 이완과 함께 생기는 것이다13).

주름의 치료를 위해 서양의학에서는 항산화제와 피

부보습제, retinoic acid, AHA(Alpha hydroxy acid),

vitamin, 호르몬제, 자외선 차단제, Intense pulsed

light(IPL)와 같은 약물요법과 레이저요법, 보툴리늄

독소 주입요법, 필러 주입요법, MTS(Micro needle

Therapy System), 고주파 써마지 요법 등의 시술을

이용하고 있다14).

최근 한의학계에서도 주름의 치료를 위해 침구요

법, 약물요법, MTS, 매선요법, 부항요법, 괄사요법 등

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 한의안면성

형학회의 미소안면침은 안면부의 경혈과 안면부의 주

름을 유발하는 각각의 근육에 자침하여 안면부의 위

기를 조화롭게 하고 근육의 균형을 조절하여 주름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침법으로 해부학적인 근육

상태를 개선하여 안면의 이상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다15). 현재까지 안면미소침에 대한 연구로는 김6) 등의

안면침 시술을 위한 안면근육의 이해와 안면침 임상

적 적용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며, 권15) 등의 안면미용

침 시술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용 및 안전성 조사 연

구도 있었으며 임상논문으로는 미소안면침 시술 후

안면부 체온변화를 측정한 황8) 등의 논문과 중증안면

마비 환자에 미소안면침을 응용한 이16) 등의 선행 연

구가 있었다. 그러나 미소안면침의 주요 목표가 되는

주름 개선 효과에 관한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주름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안촬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소안면침 시술

전후 안면 주름상태를 측정, 분석하여 유효성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전안촬영 시스템은 700만 화소

의 디지털 카메라와 형광조명 및 UV 조명을 이용하

여 얼굴전체의 사진을 촬영한 뒤 모공, 색소침착, 주

름의 면적과 개수, 피지, 피부색 등의 항목을 분석하

는 기계로 이9) 등의 연구에서 주름측정의 재현성이

입증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피부측정기기를 통해 미소안면침 시

술 후 주름의 면적과 개수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았다.

R1 부위의 경우 평균 주름의 면적이 10.50±8.33에

서 시술 10회 후 8.17±4.17로 감소했으며 평균 주름의

개수도 13.67±9.56개에서 시술 10회 후 9.17±2.99개로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 A와 F의 경우 주름 면적

의 감소는 없었으나 주름 개수가 감소하였으며, C의

경우 시술 전 주름 면적이나 개수가 다른 피험자에

비해 적은 편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D

의 경우 오히려 주름면적과 개수가 증가하였는데 이

는 시술전 주름 개수가 적어 미소안면침 시술의 효과

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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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부위의 주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주름 면적

이 16.00±12.17에서 10회 시술 후 8.50±6.25로 감소하

였고, 평균 주름 개수 또한 19.83±12.38개에서 12.67±

7.79개로 감소하여 주름 면적, 개수에 있어서 유의성

이 보였다. 하지만 F의 경우 오히려 주름 면적과 개

수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이 또한 시술 전 주름 개수

가 적어 미소안면침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R3 부위의 주름은 평균 면적의 경우 시술 전

8.17±6.65에서 10회 시술 후 6.83±6.15로 감소를 보였

으며 평균 개수의 경우에는 10.67±6.25개에서 6.5±

4.51개로 개수가 줄어들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처럼 미소안면침 시술 후 세 부분의 주름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하안검의 주름 상태 개선 효과가 가

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각외측 주름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주름 개선 폭이 적었는데, 이는 소근, 교

근 이외에 구륜근, 대소관골근 등의 관련 근육시술이

없었으며, 입술주름과 관련된 근육들이 표정근이므로

표정관리 등의 생활관리 면이 부족하여 미소안면침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

험자 D, F는 피험자들 중 상대적으로 4명에 비해 주

름의 면적이 좁고 개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10회 시술

후 측정결과에서도 다른 4명에 비해 주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주름의 면적이 넓고 개수

가 많을수록 미소안면침의 주름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소안면침을 시술하여 좋

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미소안면침의 시술과 적용에 있어 기존

의 시술 전후 사진의 비교, 피시술자의 반응, 육안적

판정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보다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미소안면침의 주름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시술 전과 10회 시술 후

피부 주름의 면적과 개수의 측정을 통해 안면 세 부

위의 주름을 분석하여 주름개선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주름의 호전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최

근 한방성형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6

례만을 보고한 것으로 보다 많은 증례를 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으며 전안촬영시스템 측정 시 미소안

면침 시술로 안면윤곽이 달라지는 것을 보정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피험자 연령대가 50대임을 감

안하였을 때 기본 시술 횟수인 20회를 다 채우지 못

한 점과 시술자가 2인으로 숙련도에 따라 실험의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

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한 더 많은 실험적 연구와 임

상보고를 통해 미소안면침의 주름개선 효과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최근 주름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미소안면침을 6명

의 피험자에게 1주일에 3회, 총 10회 시술 한 후 전안

촬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면 3부위의 주름 면적, 주름

개수를 측정하여 미소안면침의 주름 개선 효과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였다. 3명의 피험자 모두 주름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주름 부위별, 피험자

의 피부주름 상태에 따라 개선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미소안면침의 피부주름 치료에 다각적

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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