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고주파 요법이 중년 여성의 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
박소현*, 노선옥**
이지미 피부관리실
**
강릉영동대학교 미용예술과
e-mail : pjy4163@hanmail.net, sono1970@naver.com
*

Effect of High frequency therapy
on Middle-aged wonmen's skin conditions
So-Hyun, Park*, Sun-Ok, Noh**
*
Easy 美 Skin care shop
**
Dept. of Cosmetology, Gangneung Yeongdong Colleg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요법이 중년 여성의 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피부관리를 받
지 않았던 40대 중년 여성20명을 대상으로 1회에서 6회까지 시술하고, 각 횟수마다 시술 전 피부상태
와 시술 후 피부상태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주파 요법을 받은 경우 수분은 37.56에서 67.13으로 증가하였고 유분은 26.53에서 68.73,
탄력도는 63.06에서 89.03으로 개선되었다. 모공의 경우는 초기에 0.257에서 0.131로 축소 효과를 가져
왔고, 거칠기도 61.5에서 41.6으로 완만해졌으며, 색소의 변화량은 43.2에서 38.5로 개선되었다.

1. 서론
피부의 관리란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 아름답고 건강하며 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그러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피부의 변화는 신체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기관 등의 내적인 요인과
계절, 기후, 환경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부건강 요인들로서는 생리적,
영양학적, 외부 환경적, 심리적, 생화학적 요인과 생
활 습관, 피부 관리, 내과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3].
피부미용기기의 발달로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는
관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해 핸드 경락 마시지와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관리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4].
즉, 피부 관리의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락
마시지와 더불어 피부미용 보조기구인 적외선 관련
기기, 고주파기기, 갈바닉 전류기, 패러딕 전류기, 공
기 흡입기, 초음파기, 리프팅기 등 기기를 이용하여
미용 상의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용모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술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를 이
용한 피부 관리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활용 방법
들에 관한 연구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5].
고주파 요법이 중년여성의 안면 피부상태 개선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동일대상자 10명을 대상으
로 우측 안면부는 초음파 요법으로, 좌측 안면부는 손
마사지요법으로 실험하여 유분, 수분, 거칠기, 주름, 모

공의 개선에 고주파 요법이 효과적이었으며, 각질과
탄력도, 색소 상태 변화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
시하였다[7].
최근들어 40-50대 여성들의 복부 비만 관리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기기관리 방법인 진공감
압요법을 사용한 대조군과 고주파, 진공감압요법을 병
행 사용한 실험군를 비교하여 체지방율, 근육량, 복부
비만율, 체질량, 복부 피하지방면적, 복강내 지방면적
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개선효
과가 있으나, 고주파 요법과 진공감압요법을 병행 사
용한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8].
본 논문에서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고주파 요법
으로 피부 관리를 시술하여 유분, 탄력도, 모공축소,
거칠기, 색소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초음파 기기 사용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겅
2.1 고주파의 정의와 역사
1672년 Otto von Guericke가 마찰전기를 발견하
고 1746년 라이든 병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
법이 제시된 이래 1886년 Hertz가 특정한 방법으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전자 에너지 발생법인 진동
전류 발생법을 제시하였고, 미국의 Nikola와 프랑스
의 Aesene d'Arsonval이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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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 고주파 전류에 대한 연구
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때 처음 정상세포는 60℃
까지 견딜 수 있으나 기타 세포들 (지방을 포함) 은
55℃이하에서 파괴 또는 연소됨을 알고 이를 적용하
여 암세포 파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
1908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Naturforrscher
kongress에서 전류기계를 선보이며 처음으로 “통하
다(through)” 라는 뜻의 dia라는 말과 “열(heat)” 이
라는 뜻을 가진 therm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Diathermy(심부 투열 관리) 라는 말이 발표되어 현
재까지 사용되고 있다[10].
1935년 여러 형태의 고주파 기계들이 연구되어 지
고 전류의 과잉으로 생기던 화상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후 1937년 미국에서 750여 편
의 논문과 18종의 책을 망라하여 엮은 “고주파 심부
투열치료”라는 책이 출간되며 심부 투열치료는 현재
에 이르고 있다[2].

2.2 고주파 투열의 생리적 효과
일반적으로 전기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투열기에는 단파 투열기, 극초단파 투열기, 초음파
치료기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인체의 심부에 온열을
작용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반응의 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냈으며 중
간범위에서 반응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또 곡선의 상부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변화
들은 약 43℃(109 4)에서 45℃(113℉)정도의 범위에
서 일어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치료적 범위내에서 조직온도
의 미세한 변화는 생리적 반응의 정도에 아주 큰 영
향을 미친다. 열을 조직에 주었을 때 그것이 생리학
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최대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 조직온도에 따른 충혈의 상관관계
(Lehmann. J. F.)[9]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시술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시술은
클렌징 후 30분 후에 유․수분, 탄력도 측정. 피부
진단기기인 Cosmager이용하여 모공, 굴곡도 측정.
Skin Mate에서 거칠기, 색소를 측정하고, 계측기로
유분, 수분, 탄력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고주파 관리 좌․우 데콜테 마사지 4분,
얼굴 좌․우 마사지 10분씩, 정면 관리 6분으로 관
리를 마치고, 진정 마스크 15분 진행 하였으며, 진정
마스크 팩을 제거한 시점으로 부터 15분 후 전과 동
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고주파요법군(n=10)
연

전도열

기구(modality)

투과심도(depth)

수치료(hydrotherapy)

표면열
(superficial heat)

습기열(moist air)
전환열

복사열(radiant heat)
레이저(laser)
극초단파(microwaves)
단파(short waves)
초음파(ultrasound)

159.8±3.43

체중(kg)

57.5±4.72

1) 고주파기기 : P사의 HF-301 사용하였다. 심부
열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주파는 일반적으
로 1㎒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고주파라
한다(민경옥, 1996). 본 연구에 사용한 고주파
기기는 의료용 기기가 아닌 미용 기구로서 주
파수는 0.3~0.8㎒이다. 본 기기의 발생가능한
생체열 에너지 온도는 42~45 ℃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주1회, 안면 마시지
요법에 활용하였다.
2) 측정기기 : 피부 진단 프로그램 썸택사에서 제
조한 Cosmanager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측정한
영상 자료와 Skin Mate에서 거칠기, 색소를 확
인할 수 있다. 유분, 수분, 탄력도는 계측기를
사용 하였다. 매 관리 전과 관리 후 3가지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온습포(hot packs)

유체치료
(fluidotherapy)

신장(cm)

3.2.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파라핀욕
(paraffin bath)
대류열

47.8±5.5711)

1) mean±S.D.

[표 1] 치료적 열의 양상들

열전달의
형태

령

심부열
(deep heat)

* From Lehmann, J. F., and de Lateur, B. 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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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 설문조사지 및 측정된 자료, 그리고
연구 결과들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2.0으로 통계 분석하였으
며, 콜모고로브-스미르노브(Kolmogorov-Smirnov)
정규성검정.빈도분석(Frequencies),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공의 크기가 감소되어 나가
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변동 폭은 0.126으로 모공
크기가 개선되었다.
색소의 개선 효과도 시술 횟수가 증가 할수록 좋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차 시술전의 측정값
이 43.2±8.53인 것이 6차 시술 후 측정값이
38.5±7.46으로 개선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4.1 소표본의 정규성 검정

4.3 고주파요법에 의한 피부개선 사례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
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할 필요가 있
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표본일 경우에는 비모
수 검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을 통해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콜모고로브-스미르노브(Kolmogorov- Smirnov)의
정규성 검정방법과 Q-Q 표를 활용하여 검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콜모고로브-스미르노브의 정규
성 검정을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
며,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일반적으로 α=0.05)보
다 크면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
할 수 있다[6].

고주파요법에 의한 피부개선 사례를 보여주기 위
해 모공크기가 큰 대상자의 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칠기의 폭이 많
이 안정된 상태로 선되었으며, 완만한 선을 이루고
있다.
굴곡도의 변화는 그림 3에 나타냈으며, 시술 후에
국록도가 완만해졌으며 피부 조밀도도 촘촘해 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시술전후의 모공크기의 개선 효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귀무가설  :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립가설  :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표 3] 정규성 검정 결과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나이

.108

20

.200(*)

.973

20

.820

몸무
게

.141

20

.200(*)

.966

20

.672

키

.165

20

.158

.916

20

.082

[그림 2] 시술전후의 거칠기

* 이것은 참인 유의확률의 하한값입니다.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하

4.2 고주파요법에 의한 피부개선 효과
피부 개선 효과를 시술 횟수에 따라 시술하고 측
정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표 4>. 표에서 보는바
와 같이 수분의 개선 폭은 14.16, 19.27, 16.09로 점
차 수분지수가 개선되었으며, 유분지수도 회차에 따
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술 전·후의 개선효과의
폭이 29.32, 28.82, 30.22로 개선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피부의 수분상태 개선 효과 중에서 시술
전 상태와 6회 시술 후의 폭을 보면 29.57을 나타내
고 있으며, 유분지수의 개선 상태도 1회 시술전과 6
회 시술 후의 결과 값의 차이 폭이 42.17로 개선 효
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탄력의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1회 시술 전의 상태
와 6회 시술 후의 피부 탄력을 고려할 때, 그 값의
변동 폭이 25.99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공의 축소 효과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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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술전후의 굴곡도

[그림 4] 시술전후의 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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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주파요법을 시술 받은 대상자의 수분은 37.56에
서 67.13으로 증가하였고 유분은 26.53에서 68.73, 탄
력도는 63.06에서 89.03으로 개선되었다. 모공의 경
우는 초기에 0.257에서 0.131로 축소 효과를 가져왔
고, 거칠기도 61.5에서 41.6으로 완만해졌으며, 색소
의 변화량은 미소하게 43.2에서 38.5로 개선되었다.

[5] 최미숙, 30대 여성의 피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고주파를 이용한 개선 효과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6] 서의훈, SPSS 12.0 한글판을 이용한 SPSS 통계
분석, 자유아카데미, 2006.
[7] 전혜숙, 고주파요법이 중년여성의 안면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제언>
1) 첨단 I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여러 피부 관
리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
기들과 상호 연관된 피부 관리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 박재미, 고주파, 진공감압 병행요법이 40-50대 여성
복부 개선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13. 8.
[9] Lehmann. J. F. : The biophysical basis of
biologic ultrasonic reactions with special

3) 피부 관리 보조 기기를 활용한 개선효과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면 관리 시작에서 끝까지의
전 사이클을 시술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술 방법을 임상 경
험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피부 유형별, 나이별 등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맞춤식 관리 기법이 제시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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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주파요법 시술 전․후의 피부상태

1차
before

3차
after

1)

Ed.

51.72±12.97

before
*

6차
after

before
***

수분

37.56±14.99

41.03±7.41

60.3±7.28

유분

26.53±12.52

55.88±14.13***

33.67±18.58

탄력도

63.06±14.13

71.74±7.16

모공

0.257±0.061

거칠기
색소

Fvalue

after
***

***

51.04±7.27

67.13±2.04

62.49±14.44***

38.51±12.24

68.73±8.45***

15.44***

65.29±13.7

80.05±6.64**

76.45±7.73

89.03±5.26***

9.87***

0.167±0.040***

0.207±0.045

0.154±0.042***

0.172±0.034

0.131±0.035***

9.64***

61.5±8.53

56.1±6.92*

56.8±8.07

47.9±5.80**

46.7±7.42

41.6±5.99**

10.94***

43.2±8.53

42.9±8.59

41.4±8.30

40.7±7.99

38.9±7.48

38.5±7.46

0.5

1) Mean±S.D.
*, **, ***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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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