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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cosmetic� effects� of� a� far-infrared� hot� and� cool� mask�

(BBSkinplus)� on� face� skin� moisturization,� whitening,� and� wrinkles� us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Forty� female� participants� (mean� age� 47.7� ±� 4.6� years)�

were� allocated� into� the� treatment� group� (BBSkinplus� treatment� and� lotion�

application� twice� a� day)� or� the� control� group� (only� lotion� application� twice� a�

day),� and� moisture,� brightness,� and� wrinkles� were� measured� at� 0,� 1� and� 2�

weeks.� The� average� values� of� each� measurement� were� changed� significantly� by�

BBSkinplus� treat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the� 2-week� treatment�

time� point,� the� statistical� differences� in� improvement�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significant� at� 8.7%� vs.� 3.9%� for� moisture� (p� <� 0.01),� 0.7%� vs.�

0.4%� for� brightness� (p� <� 0.01),� and� -3.1%� vs.� 0.0%� as� Ra� and� -6.3%� vs.�

1.5%� as� R3z� for� wrinkles� (p� <� 0.05),� respectively.� No� notable� complaint� was�

reported� regarding� any� kind� of� adverse� effects� such� as� erythema,� itching,� or�

burning.� This� clinical� data� support� the� potential� of� BBSkinplus� as� a� home�

beauty� device� providing� moisturizing,� whitening,� and� anti-wrinkle� effects� on� th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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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체중의 1/6을 차지하는 피부는 매우 정교하고 역동적인 장

기로서, 민감한 내부 장기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체온과 수분의 조절과 감각 및 면역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Madison, 2003). 또한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신체의 상징이자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요한 요소

이며, 특히 안면의 피부는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인자로서 인

류의 미용역사에서 관심의 대상이었고, 화장품산업에서도 가

장 중요한 신체부위이다(Draelos, 2014). 일반적으로 얼굴피

부의 노화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윤기와 탄력

의 감소, 주름의 증가 및 색소의 침착 등은 노화된 피부의 

특징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신체내부와 자외선과 같은 외부

의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Khavkin & Ellis, 2011). 

  이러한 피부노화에 따른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회복

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화장품이 선택되며, 특히 얼굴의 수

분 개선, 미백 효과 및 주름 개선과 같은 기능성을 목표로 

하는 제품들이 가장 보편적이다(Kim, 2012). 이러한 천연물

을 포함하는 화학적 물질에 기반을 둔 화장품이외에 미세한 

전류, 고주파, 초음파 및 적외선 등의 물리적 자극을 통한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미용기기가 개발되어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Lee, Han, & Jang, 2013). 일반적으로 피부미용기기는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및 탄력을 상승시키거나 화장품의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작용기전을 표방하고 있

다(Cha, 2015). 최근에는 가정용 LED(light‐emitting diode)

미용기기가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기들은 

기존의 화장품과 같이 사용하였을 때 광노화에 의한 주름이

나 색소침착 등의 개선에 상승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Guermonprez, Declercq, Decaux, & Grimaud, 2020; 

Kim, Song, Lee, Park, Kim, Yoo, & Shin, 2020).

  한편, 온열요법은 한의학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전통의학에

서 주로 사용하여왔던 방법으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리적 작용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피부 관리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Lee, Lee, & Lee, 2014). 이러한 

온열요법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자극을 유도하는 기

기들과 결합한 형태의 미용기기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한 연

구팀은 고주파를 이용한 오열냉매를 이용한 크라이오 기기

의 온열요법이 피부 탄력과 주름 및 피부색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보고를 하였으며(Lee, 2018), 다른 연구팀은 원적외선

을 방출하는 자수정을 이용한 한열요법이 여성의 안면피부 

상태를 개선시킨다는 임상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Zhang & 

Kim, 2019), 

  본 임상 연구에 사용된 BBSkinplus는 히트파이프 금속과 

실리콘 소재로 만든 열전도금속판에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세라믹과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펠티어 소자가  함께 부착되

어, 원적외선과 냉온찜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휴대용 안면

미용기기이다. 주식회사‘월럭스’가 개발하여 피부자극 평가

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직 안면미용 효과에 대

한 객관적 평가가 없었던 바, 본 연구에서 수분개선 및 미

백과 주름개선 효과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Ⅱ.�이론적�배경

1.�원적외선의�특성

원적외선은 파장에 따라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ge)에서 근적외선, 중간적외선, 원

적외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장이 약 0.76 ~ 1,000㎛을 

갖는 전자파의 일종으로 가시광선보다 더 긴 장파측에 나타

나고, 특히 가장 열작용을 갖는 방사선을 말한다. 원적외선 

중 파장이 8~14㎛인 원적외선은 인체에 조사할 경우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Bang, 2003)

2.� 원적외선�온열의�일반적인�특성

원적외선 온열의 특성은 고분자 물질 등에서 흡수성이 좋으

며, 전가파의 일반적인 성질인 직진성과 반사특성을 갖는다

는 것이다. 가열 온도는 피가열체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

며, 전도, 대류 등의 간접가열이 아니라 직접가열이기 때문

에 가열효과가 크다. 가열물과 비접촉으로 가열하게 되면 펴

면 가열이 지나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온도를 전달

하는 것에 대하여 효과적이다(Kim, Song, Park, & Lee, 

1992).

3.� 원적외선�온열요법�

피부의 구성은 표피, 진피, 피하조직 3개의 피부층과 피부 

부속기관들인 혈관과 각종 신경, 한선, 피지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Panxi, Rong, Xiaona, & Zuoliang, 2019). 원적

외선은 태양광선의 긴 파장대 중 0.76㎛에서 1,000㎛의 파

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로 태양광선 중 가장 많은 열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 생명체의 성장과 발육을 돕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Robinson, 1973). 원적외선이 동식물의 생육을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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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용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용으로도 상용화 

되고 있다 (Choi, Cho, Jo, Min, Ji, Park, Kim, & Hwang, 

2016). 원적외선이 인체에 도달할 때 심박동수, 혈압, 생체

신호를 측정한 결과 인체의 생리 작용을 안정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체 향상성 유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

었다(Bang, 2003). 

  원적외선 에너지는 생체에 온도를 상승시켜 공명 흡수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작용은 에너지 수준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피부 조직내

로의 원적외선 흡수에 의한 온열효과, 자율신경계 균형촉진 

및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내로 흡수된 원적

외선 공명흡수(reasonance-absorption)되어 피부에 조사된 

적외선은 반사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이 피부조직내에 흡수되

어 열로 변하고, 이 열은 피부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사

람의 피부는 가시광선 으로부터 원적외선까지의 광흡수 특

성을 볼 때 0.8~1.2㎛의 근적외선 파장대에서 가장 반사율

이 크다(Baek, Seo, Kim, & Lee, 2020). 3~20㎛의 원적외

선 파장대에서는 피부에 조사된 원적외선 대부분이 피부내

로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전환된다(Yoo, 2008).

  본 연구에서는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세라믹 이용하여 4

2℃의 온열모드와 펠티어 소자를 활용한 22℃의 냉열모드로 

개발된 원적외선냉온마스크(BBSkinplus)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휴대용 마스크 기기를 통해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의 

탄력과 수분유지 및 미백 등의 미용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

다. 

Figure� 1.� BBSkinplus� (left)� and� its� Application� (right)
(taken� by� authors)

III.� 연구방법

1.�원적외선냉온마스크(BBSkinplus)

본 시험에서 사용된 원적외선냉온마스크(BBSkinplus)는 원

적외선을 방출하는 세라믹 이용하여 42℃의 온열모드와 펠

티어 소자를 활용한 22℃의 냉열모드로 피부를 자극하여 피

부의 탄력과 수분유지 및 미백 등의 미용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된 가정용 미용기기이다(Figure 1). ‘월럭스’주식회사(대

전, 한국)가 개발한 본 기기는 30명을 대상으로 국제 접촉

성 피부염 학회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른 피부자극 

평가(세명대학교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연구관리번

호 IQ-6320-A)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시험의�목적과�설계�및�대상자

대조군과 비교하는 평행설계로 원적외선냉온마스크의 피부

수분 개선효과, 미백효과 및 팔자주름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2주 시행한 후 차이를 분석하였다. 헬싱

키 선언에 의거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원칙 및 보호 장치와 

세명대학교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표준 운영지침(SOP)

에 입각하여 세명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 연구윤리 위원

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피부수분개선 평가(#IQ-6140-A), 

미백효과 평가(#IQ-6140-B) 및 팔자주름개선 평가(# 

IQ-6140-C)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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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만족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40~55세의 성인 여성으로 구성

되었으며, 2019년 0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위의 3가지 

평가에 40명(시험군 20, 대조군 2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able 1). 

1) 선정기준

(1) 만 40~55세의 성인 여성

  (2) 시험자가 설명한 시험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

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3)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급·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

한 자

  (4) 시험기간 동안 추적 관찰이 가능한 자

2) 제외기준

(1)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2)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

형제를 1개월 이상 사용한 자

  (3) 동일한 실험에 참가한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민감성, 과민성 피부를 가진 자

  (5) 시험 부위에 점,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 확장 등의 

피부 이상 소견이 있는 자

  (6) 연구 시작 전 3개월 내에 시험 부위에 동일 또는 유

사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사용한 자 

  (7) 현저한 영양 장애자

  (8) 연구 시작 전 6개월 내에 피부박피시술, 주름제거술 

� Figure� 2.� Corneometer� (A),� Spectrophotometer� (B),� and� PRIMOS� system� (C)
(taken� by� authors)

등을 받은 자 

  (9) 그 외 주 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생

각되는 자 

3.� 시험방법�

시험군(BBSkinplus와 세럼의 동시 사용군)과 대조군 (세럼 

만을 사용군)을 무작위로 20명 씩 배정하여, 시험군은 1일 

2회(아침, 저녁) 적당량의 세럼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바른 후 원적외선 냉온마스크(BBSkinplus)를 착용

하여 온·냉 모드로 각각 15분씩 사용하고, 대조군은 1일 2

회(아침, 저녁) 적당량 세럼만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서 바르도록 하였다. 이렇게 2주간 매일 시행하

였으며, 얼굴에서의 피부수분개선, 미백효과 및 팔자주름개

선을 1주 후와 2주의 치료를 마친 후에 대조군과 비교하였

다. 

4.� 효능�평가�방법�

1) 피부 수분 개선 변화량 측정

수분측정은 Corneometer(CM825, Courage and Khazaka 

Electronic Co. Germany, Figure 2A)를 이용하여, 피험자들

의 측정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자 시험 부위를 깨끗하고 마

른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최소 30분간 항온항습(22±2℃, 

R.H. 40~60%)이 유지되는 곳에서 피부 안정을 취한 후 진

행하였다. 안면 부위를 3회 측정값(무차원 단위, Arbitrary 

Unit: A.U)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측정은 제품 사용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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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품 사용 1주 후, 제품 사용 2주 후에 실시하였다. 

Corneometer는 피부에 접촉하는 probe를 통해 전달되는 전

류의 정전부하용량(capacitance) 계측으로 이루어지는데, 수

분의 함량과 정전부하용량은 서로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분이 높을수록 측정 수치가 높아진다.

2) 피부 밝기 변화량

구경 8mm의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2600D, 

Minolta, Japan, Figure 2B)를 이용하여 측정값(무차원 단

위, Arbitrary Unit: A.U)을 적용하였다. 항온·항습(22 ± 

2℃, RH 40~60%) 조건의 대기실에서 30분간 안정을 취하

여 피부가 측정 공간의 환경에 적응토록 한 후에, 연구자 1

인이 눈꼬리 부위에서 귀사이로 3cm 부위를 중심으로 동일 

부위를 3회씩 측정한 평균치를 구하였다. 본 기기의 측정 

변수인 L-value(brightness)은 수치가 높아질수록 피부색이 

밝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사진기(Canon, EOS6D, JAPAN)

가 장착된 안면 촬영기(VISIA-CR, Canfield, USA)를 이용

하여 제품 사용 전(0주), 제품 사용 1주 후, 제품 사용 2주 

후에 동일 부위의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3) 팔자주름개선 변화량

주름 측정은 PRIMOS(Phaseshift Rapid In-vivo 

Measurement of Skin, Figure 2C)를 이용하여 입가 부위를 

측정하였고, 시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재현성을 위해 기존 

측정부위와 새로운 측정부위가 동일할 수 있도록 overlay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RIMOS는 미세주름을 측정

하기 위한 장비로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에서 

만들어진 미세한 줄무늬(fringe fraction)가 피부에 투영된다. 

투영된 영상은 3차원 profile 정보로 나타나며 필터과정을 

통해 PRIMOS프로그램(GFM, Germany)으로 분석된다. 

  PRIMOS 분석 변수로는 Ra와 R3z를 설정하였다. 

  A) Ra (Arithmetic roughness average): PRIMOS로 측정

된 주름의 거칠기 단면 peak에 대한 산술 평균값으로 Ra값

이 작아질수록 피부 주름의 깊이가 낮아져 주름이 개선됨을 

의미하며, 단위는 ㎛이다. 

  B) R3z(Base roughness depth): R3z는 R3z1부터 R3z5까

지 5가지의 단일 거칠기 깊이에 대한 산술 평균으로 나타낸

다. 단일 거칠기 깊이는 거칠기 단면의 단일 평가 거리(Ir)

에서 세 번째로 높은 단면 peak과 세 번째로 깊은 곡선 사

이의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R3z의 값이 작아질수록 피부의 

주름 깊이가 낮음으로서 주름 개선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단

위는 ㎛이다. 

5.� 피부자극�부작용�보고

시험 대상자들은 이상반응 발생 즉시 임상시험 실시기관으

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첫 시험일부터 

홍반(Erythema), 부종(Edema), 인설(Scaling), 가려움

(Itching), 자통(Stinging), 작열감(Burning), 뻣뻣함

(Tightness), 따끔거림(Prickling)이나 다른 이상반응이 발생

하는지의 존재 여부를 자세히 관찰 및 기록하고,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에는 심한 정도에 따라 등급(0: 없음, 1: 

미약함, 2: 심함, 3: 심각함)을 표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

사 소견을 작성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은 시험군과 대조군의 각각 제품 사용 전과 후 차

이 비교를 위해 쌍체 검정(paired t-test)법으로 분석하였으

며, 사용군과 대조군의 측정 변화량에 대한 비교를 위해 독

립 검정(independent t-test)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적

으로 각각의 지표의 2주 후의 개선율을 구하였는데, ‘개선율 

= (변화량/초기의 값) × 100’의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하

였다. 모든 통계 결과는 생물학적 통계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의차가 p<0.05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

주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18.0 software를 사용하였다. 

IV.�연구결과�및�고찰

1.� 연구�대상자의�특성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참여자는 비민감성에 속하는 건

강한 성인 여성 40명으로 평균 연령은 47.7 ± 4.6세(시험

군 47.7 ± 4.7, 대조군 47.7 ± 4.6) 이었으며, 중도탈락 없

이 40명 모두가 모든 시험을 완료하였다. 시험 대상자의 기

본 정보, 타입, 유분의 정도, 피부두께, 탄력성 및 피부 표면

의 상태를 5단계로 나누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중간에 속

하는 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극단적인 타입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Table 1). 

2.� Corneometer로�측정된�수분개선효과�

안면의 수분함유 효과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BBSkinplus를 

사용한 시험군에서 초기값(62.9 ± 5.6)에 비하여 1주(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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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와 2주 후(68.4 ± 5.3)의 측정값에서 모두 증가하였

다. 이는 세럼만을 사용한 대조군(61.7 ± 5.7 to 62.9 ± 

5.5 and 64.2 ± 5.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증가

한 것으로(p <0.01), 최종적으로 2주 후의 변화량의 값은 

5.5 ± 1.2 vs. 2.4 ± 0.9 이다(Table 2).   

3.� Spectrophotometer로�측정된�미백효과�

미백효과를 평가하기위하여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피부 밝기(L-value)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BBSkinplus를 

사용한 시험군에서 초기값(61.0 ± 1.4)에 비하여 1주(61.2 

± 1.4)와 2주 후(61.4 ± 1.4)의 측정값에서 모두 증가하였

다. 이는 세럼만을 사용한 대조군(60.2 ± 2.3 to 60.3 ± 

2.3 and 60.4 ± 2.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증가

한 것으로(p < 0.01), 최종적으로 2주 후의 변화량의 값은 

0.4 ± 0.1 vs. 0.2 ± 0.1 이다(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actors Division� and� Frequency� (%)

Age�

(year)

Group� 40s 50s Total

Treatment� 11(55%) 9(45%) 20(100%)

Control 12(60%) 8(40%) 20(100%)

Skin�

type

Group� Very� dry Dry Moderate Greasy Very� greasy

Treatment� 0(0%) 10(50%) 10(50%) 0(0%) 0(0%)

Control 0(0%) 7(35%) 12(60%) 1(5%) 0(0%)

Skin�

oil

Group� Very� few Few Moderate Oily Very� oily

Treatment� 0(0%) 1(5%) 10(50%) 9(45%) 0(0%)

Control 0(0%) 1(5%) 15(75%) 4(20%) 0(0%)

Dermal�

thickness� �

Group� Very� thin Thin Moderate Thick Very� thick

Treatment� 1(5%) 7(35%) 12(60%) 0(0%) 0(0%)

Control 0(0%) 3(15%) 16(80%) 1(5%) 0(0%)

Skin�

elasticity�

Group� Very� few Few Moderate Much Very� much

Treatment� � 2(10%) 7(35%) 7(35%) 4(20%) 0(0%)

Control 0(0%) 1(5%) 17(85%) 2(10%) 0(0%)

Skin� surface

Group� Very� soft Soft Moderate Rough Very� rough

Treatment� 0(0%) 6(30%) 9(45%) 4(20%) 1(5%)

Control 0(0%) 1(5%) 19(95%) 0(0%) 0(0%)

4.� PRIMOS로�측정된�주름�개선효과

주름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PRIMOS를 이용하여 Ra

와 R3z의 설정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Ra와 R3z의 값

이 작아질수록 피부 주름의 깊이가 낮아져서 주름이 개선됨

을 의미하는데, BBSkinplus를 사용한 시험군에서 초기값(Ra

는 15.8 ± 4.4, R3z는 40.4 ± 9.8)에 비하여 1주(Ra는 

18.4 ± 4.5, R3z는 39.7 ± 10.0)와 2주 후(Ra는 17.9 ± 

4.5, R3z는 37.9 ± 9.1)의 측정값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세럼만을 사용한 대조군(Ra는 18.7 ± 3.7 to 18.7 ± 3.6 

and 18.8 ± 3.8, R3z는 38.8 ± 7.8 to 38.1 ± 6.3 and 

38.6 ± 6.6)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p <0.05 for 2-week), 최종적으로 2주 후의 변화량의 값은 

Ra는 -0.6 ± 0.9 vs. 0.0 ± 0.8이었고 R3z는 -2.6 ± 3.7 

vs. -0.2 ± 2.9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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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neometer-Measured� Objective� Changes� in�Moisturization

Treatment� (n=20) Control� (n=20)

Participant�
Score� (week) Change� of�

2-0
(U.A.)

Participant�
Score� (week) Change� of�

2-0
(U.A.)0 1 2 0 1 2

KYM 64.2 66.6� 68.3� 4.1� LGS 60.7 61.4� 63.3� 2.6�

LSA 62.3 66.4� 68.7� 6.4� KDS 66.4� 67.6� 68.3 1.9�

GEY 64.6 68.5� 70.1 5.5� WGH 64.4 66.8� 67.3� 2.9�

HMJ 59.6 61.5� 64.2� 4.6� JMS 55.3� 56.7� 57.6 2.3�

SJH 68.6 71.6� 74.4� 5.8� JJH 62.4� 62.6� 64.4� 2.0�

CMY 63.4 67.6� 69.4 6.0� CSO 72.1� 72.3� 73.4 1.3�

KHJ-1 60.4 62.2� 66.5 6.1� LKM 53.3 55.6� 57.4� 4.1�

LMJ 48.0 55.2� 56.3 8.3� KJS 62.5� 62.5� 63.4� 0.9�

KYK 67.6 71.6� 74.1 6.5� JGS 65.3� 65.7� 66.8 1.5�

KHJ-2 68.4 70.5� 75.2 6.8� BYM 62.6 63.3� 65.5� 2.9�

GKH 61.5� 63.2� 65.5 4.0� KKR 64.2 65.6� 67.4 3.2�

SYM 51.4 52.5� 56.1 4.7� CCS 64.4 65.3� 65.4� 1.0�

PHS 60.3 62.3� 65.4 5.1� SSR 67.4� � 69.5� 69.4 2.0�

CSA 65.4 69.7� 72.4� 7.0� HYS 57.2 58.3� 60.3� 3.1�

KMS 64.6 68.4� 70.5 5.9� LHS 56.7� 57.3� 59.6 2.9�

KGS 58.9 63.6� 65.2 6.3� KOS 56.6� 57.4� 60.5� 3.9�

PMS 64.5 66.2� 69.2� 4.7� LMS 56.4� 57.8� 59.2 2.8�

HSJ 65.4 66.4� 69.2 3.8� PHM 52.5� 53.4� 55.0� 2.5�

KHJ-3 68.5 69.5� 71.8 3.3� JHJ 68.1� 70.6� 71.5� 3.4�

TEJ 70.1 72.2� 74.8� 4.7� SYJ 66.4� 67.8� 67.8 1.4�

Mean 62.9 65.8 68.4� 5.5 Mean 61.7 62.9 64.2 2.4

SD 5.6 5.2 5.3 1.2 SD 5.4 5.5 5.0 0.9

T-value
and

p-value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 T� =� 4.521,� p� =� 0.000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2,� T� =� 8.773,� p� =� 0.000

Treatment� week� 1� vs.� week� 2,� T� =� 12.792,� p� =� 0.000

Control� week� 1� vs.� week� 2,� T� =� 6.923,�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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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trophotometer-Measured� Changes� of� the� L� value� for� Brightness

Treatment� (n=20) Control� (n=20)

Participant�
Score� (week) Change

(U.A.)
Participant�

Score� (week) Change
(U.A.)0 1 2 0 1 2

KYM 60.6� 60.8� 61.1� 0.5 LGS 61.9 62.0� 62.1� 0.2

LSA 60.5� � 60.8� 61.0 0.5 KDS 58.4� 58.4� � 58.6� 0.2

GEY 61.9� 62.1� 62.2 0.3 WGH 55.7 55.8 55.9� 0.2

HMJ 60.4� 60.5� 60.8 0.4 JMS 57.7 57.7 57.8� 0.1

SJH 62.1 62.3� 62.6� 0.5 JJH 62.8 62.9 62.9� 0.1

CMY 62.8� 63.1� 63.3 0.5 CSO 61.7 61.7 61.9� 0.2

KHJ-1 61.9� 62.0� 62.2� 0.3 LKM 62.2 62.2� 62.4� 0.2

LMJ 59.8� � 60.0� 60.2� 0.4 KJS 61.1 61.2 61.4� 0.3

KYK 63.5 63.7� 63.9 0.4 JGS 58.6 58.6 58.8 0.2

KHJ-2 58.3� � 58.6� 58.8� 0.5 BYM 60.6 60.7 60.8� 0.2

GKH 62.3 62.5� 62.8 0.5 KKR 59.7 59.8 60.0� 0.3

SYM 59.7� � 59.9� 60.1� 0.4 CCS 62.8 62.8 63.0� 0.2

PHS 61.7� � 61.8� 62.0 0.3 SSR 62.4 62.5 62.7� 0.3

CSA 62.0� � 62.1� 62.3� 0.3 HYS 59.1 59.2� 59.4� 0.3

KMS 60.8� 60.9� 61.1� 0.3 LHS 55.3 55.4� 55.6� 0.3

KGS 62.0� � 62.0� 62.4 0.4 KOS 61.7 61.8� 61.9 0.2

PMS 60.1� 60.3� 60.7� 0.6 LMS 60.9 61.0� � 61.1 0.2

HSJ 61.8� 62.1� 62.3� 0.5 PHM 62.6 62.6� � 62.8� 0.2

KHJ-3 59.3 59.6� 59.9 0.6 JHJ 57.9 58.0� � 58.2� 0.3

TEJ 58.7� 58.9� 59.2� 0.5 SYJ 60.7 60.8� � 60.9� 0.2

Mean 61.0 61.2 61.4 0.4 Mean 60.2� � 60.3 60.4 0.2�

SD 1.4 1.4 1.4 0.1 SD 2.3 2.3 2.3 0.1

T-value
and

p-value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 T� =� 5.688,� p� =� 0.000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2,� T� =� 8.259,� p� =� 0.000

Treatment� week� 1� vs.� week� 2,� T� =� 14.433,� p� =� 0.000

Control� week� 1� vs.� week� 2,� T� =� 11.461,�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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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IMOS-Measured� Objective� Changes� in�Wrinkles

Treatment� (n=20) Control� (n=20)

Participant�
Score� Ra/R3z� (week) Change

(2-0)
Participant�

Score� Ra/R3z� (week) Change
(2-0)0 1 2 0 1 2

KYM
17.4
37.2

16.2
33.9�

17.1
34.3

-0.3
-2.9

LGS
19.3
37.9

19.8
46.1�

19.2
41.2�

-0.1
3.3

LSA
18.0
38.9�

16.9
37.2�

16.8
38.7

-1.2
-0.2

KDS
16.0
33.9

15.6
32.5�

15.3
33.0�

-0.7
-0.9

GEY
25.8
59.5

26.2
62.8�

26.2
60.9�

0.4
1.4

WGH
17.2
35.5

17.6
36.8�

17.1
36.6�

-0.1
1.1

HMJ
15.7
32.9

14.9
27.5�

14.6
32.2�

-1.1
-0.7

JMS
23.2
50.8

22.9
47.6�

23.1
47.9

-0.1
-2.9

SJH
15.8
36.7

14.6
33.4�

13.3
30.0

-2.5
-6.7

JJH
12.7
26.0

12.5
28.3�

12.3
28.0

-0.4
2

CMY
14.4
32.4

14.4
32.3�

14.0
30.3�

-0.4
-2.1

CSO
14.6
29.1

15.2
30.3�

14.7
31.0

0.1
1.9

KHJ-1
23.3
52.4

21.5
47.8�

20.9
44.1�

-2.4
-8.3

LKM
16.9
35.7

16.3
38.5�

15.6
36.2

-1.3
0.5

LMJ
9.2
20.9

9.4
20.1�

8.7
19.2�

-0.5
-1.7

KJS
15.3
32.7

14.5
32.3�

15.1
31.7�

-0.2
-1

KYK
13.8
31.0

14.0
31.8�

13.4
27.8

-0.4
-3.2

JGS
15.9
31.5

17.4
34.0�

18.2
33.7�

2.3
2.2

KHJ-2
18.1
42.1

18.1
45.4�

17.9
40.6�

-0.2
-1.5

BYM
15.2
31.9

15.5
31.8�

16.3
36.8

1.1
4.9

GKH
19.6
38.6

21.2
43.3�

18.9
38.4�

-0.7
-0.2

KKR
23.2
43.1

21.6
35.2�

24.1
48.5�

0.9
5.4

SYM
25.2
55.0

27.1
50.7�

25.6
44.7

0.4
-10.3

CCS
25.6
47.6

24.7
42.1�

25.1
42.2�

-0.5
-5.4

PHS
17.7
35.5

17.6
35.5�

16.0
32.7

-1.7
-2.8

SSR
18.5
39.9�

17.8
38.2�

17.2
38.5�

-1.3
-1.4

CSA
16.3
35.9

17.9
38.2�

15.7
34.3�

-0.6
-1.6

HYS
19.4
35.7

20.7
36.5�

20.1
36.2�

0.7
0.5

KMS
20.5
41.8

18.9
38.5�

19.9
43.8�

-0.6
2.0

LHS
20.5
46.1

18.6
38.7�

20.0
43.5�

-0.5
-2.6

KGS
16.6
39.8

16.4
36.7�

17.0
36.9

0.4
-2.9

KOS
22.5
45.5

25.0
45.6�

22.6
41.1�

0.1
-4.4

PMS
20.2
38.3

20.3
41.2�

20.5
43.4

0.3
5.1

LMS
17.3
37.0

17.6
36.0�

17.4
37.3�

0.1
0.3

HSJ
17.3
35.0

16.6
34.8�

17.9
33.1

0.6
-1.9

PHM
23.2
50.2

22.2
46.6�

23.9
49.2

0.7
-1

KHJ-3
18.8
45.1

19.1
47.3�

18.5
40.2

-0.3
-4.9

JHJ
23.8
53.1

23.1
50.4�

23.1
49.5�

-0.7
-3.6

TEJ
26.7
59.7�

26.2
56.2�

26.2
51.7�

-0.5
-8.0

SYJ
15.0
32.6

14.8
33.7�

14.8
30.4�

-0.2
-2.2

Mean
18.5
40.4

18.4
39.7

17.9
37.9�

-0.6
-2.6

Mean
18.7
38.8�

18.7
38.1

18.8
38.6

0.0
-0.2�

SD�
4.4
9.8

4.5
10.0

4.5
9.1

0.9
3.7

SD
3.7
7.8

3.6
6.3

3.8
6.6

0.8
2.9

T-value
and

p-value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Ra),� T� =� 0.152,� p� =� 0.152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R3z),� T� =� -0.023,� p� =� 0.981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Ra),� T� =� 2.071,� p� =� 0.045
Treatment� vs.� Control� on� week� 1(R3z),� T� =� 2.280,� p� =� 0.029

Treatment� week� 1� vs.� week� 2� (Ra),� T� =� 1.885,� p� =� 0.171
Treatment� week� 1� vs.� week� 2� (R3z),� T� =� 2.467,� p� =� 0.091

Control� week� 1� vs.� week� 2� (Ra),� T� =� -0.385,� p� =� 0.768
Control� � week� 1� vs.� week� 2� (R3z),� T� =� -0.647,� p� =� 0.598�

� PRIMOS:� Phaseshift� Rapid� In-vivo�Measurement� Of�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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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된�지표들의�개선율에�대한�결과

BBSkinplus의 2주 간 사용이 대조군에 비하여 안면의 피부

수분,  미백효과 및 팔자주름이 기저상태에서 얼마나 호전되

는 개선율을 비교하였다. 피부수분효과에서 시험군(8.9 ± 

2.6%)이 대조군(4.0 ± 1.7%)에 비하여 유의하게(T-value 

= 6.868, p = 0.000) 호전시켰으며, 미백효과 또한 시험군

(0.7 ± 0.2%)과 대조군(0.4 ± 0.1%)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T-value = 8.263, p = 0.000) 개선율의 차이를 보였

다. 주름개선에서도 시험군(Ra, 3.3 ± 4.8% vs. -0.0.3 ± 

4.9%; R3z, 6.1 ± 7.8% vs. -0.4 ± 7.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Ra, T-value = 2.170, p = 0.036; R3z, T-value 

= 2.668, p = 0.011) 개선시켰다(Figure 3). 

6.� 피부자극�부작용�보고

본 임상적용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설문 조사에서, 홍반(Erythema), 부종(Edema), 인

설(Scaling), 가려움(Itching), 자통(Stinging), 작열감

(Burning), 뻣뻣함(Tightness), 따끔거림(Prickling)과 같은 피

부의 불편함이나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의한 육안 평가에서도 BBSkinplus의 사용에 따른 

피부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임상적용시험은 가정용 원적외선냉온마스크인 

BBSkinplus의 수분, 미백 및 주름 개선효과를 평가하였다. 

시험군과 대조군 각각 20명은 균일한 연령(47.7 ± 4.7세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

(%)
Treatment Control

Moisturization      Brightness            Wrinkle (Ra)        Wrinkle (R3z)

p < 0.01

p < 0.01

p < 0.05

p < 0.05

Figure� 3.� Improvement� Rate� in�Measurements� after� Two�Weeks.

vs. 47.7 ± 4.6세)의 여성으로, 시험 시작 전의 일반적인 

피부의 타입, 유분의 정도 및 탄력성 등의 정도가 유사하였

다(Table 1). 이상반응 발생여부는 안면을 비롯한 피부개선

을 목표로 하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의 개발과 사용에서 가

장 중요한 조건인데(Nigam, 2009), 본 연구에서 2주간의 사

용자 전체에서 홍반, 부종, 인설, 가려움, 자통, 작열감, 뻣뻣

함, 따끔거림 등 어떠한 부작용 보고도 없었다.

  BBSkinplus는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냉온찜질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 휴대용 안면미용기기로서, 15분씩 온·냉 모드로 

총 30분씩 1일 2회 사용하였다. BBSkinplus를 2주 간의 사

용은 세럼만을 사용한 대조군에 비하여 안면에서의 수분 및 

미백과 주름개선 평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

시켰는데(Table 2 to 4), 여기서 평가한 수분, 미백, 주름개

선은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화장품이 가장 대

표적으로 추구하는 항목들이라 하겠다(Lee, 2019). 

BBSkinplus의 2주간의 사용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하면, 시

작 전에 비하여 수분량(8.7%)의 개선이 가장 컸고, 주름(Ra 

-3.1%와 R3z -6.4%)과 미백(0.7%)의 순으로 개선되었다 

(Figure 3). 

V.� 결론�

노화에 의한 대사율이나 혈액순환의 감소 및 자외선과 같은 

외부의 위험인자의 노출은 피부에 상처회복반응을 유발하여 

건조함이나 주름을 비롯하여 색소침착 등이 발생한다

(Makrantonaki & Zouboulis, 2007). 수분의 손실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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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피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

로, 충분한 수분량의 유지는 피부의 건강이나 미용적인 측면

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건조한 피부는 주름의 생성을 촉진

하기도 한다(Van Smeden & Bouwstra, 2016).  피부의 수

분은 또한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에도 중요하다(Draelos,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BBSkinplus를 사용한 시험군의 

효과는 BBSkinplus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조군과 동일

하게 사용한 세럼의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는 역할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의 밝기와 상관있는 멜라닌의 운명은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의 각질세포(corneocyte)로의 퇴

화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약 20

일 정도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계획된 2주간의 치료기

간은 피부 밝기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기에는 짧다고 할 

수 있겠다(Grove & Kligman, 1983). 이러한 주기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미백화장품의 효능을 임상적으로 충분히 평가하

기 위해서는 약 8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Wu, Liu, Tao, 

Wang, & Zhao, 2016). 

  BBSkinplus는 원적외선과 냉온찜질의 상승효과로 안면의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도록 설계된 미용기기인데, 일반적으로 

원적외선은 침투력이 강하며 열작용이 커서 안면의 주름개

선이나 미용목적으로 많이 응용되며(Gold, Biesman, & 

Taylor, 2017), 냉온요법은 전통적으로 음양의 이론에 근거

하여 의학적 용도로 많이 사용하여왔는데, 연구에 의하면 냉

온팩은 수술 후의 빠른 회복을 돕고, 냉온욕은 피하의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Kim, 1999; Stanton, 

Lazaro, & Macdermid, 2009). 본 연구에서의 냉온찜질 기

기와 유사하게 세라믹과 펠티어 소자를 활용한 냉온시스템

을 이용하여 근육세포의 피로물질의 제거를 촉진하는 기기

가 개발되기도 하였다(Yang, Ham, &　Kim, 2017).    

  본 연구는 얼굴에 원적외선과 냉온찜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

여주는 결과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안면피부를 가지고 싶

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용

기기라고 할 수 있겠다. 본 기기는 현재 현장에서 활용괴고 

있는 미용기기로서, 임상에서 사용자들의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 더 장기적인 기간의 인체적용시험 등이 필요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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