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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  기 여  230  상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화 식  조사하여 기에 급격하게 진행 는 화  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후  

맞 할 수 는 미용적 안  제시하고  하 다. 료수집  2015  7월 25  2015  9월1 까지 진행하

, 도 , 독립 본 t-test, ANOVA  Duncan test  하 다. 연  수  폐경  았고, 주, 운

동량, 수 시간  어든  스트 스  심리적 압 감   큰 것  나타났다. 폐경여 에 라 안 화  상

태는 미한 차  보 고(χ²=39.692***, p<.001), 여가(취미)활동  여 에 라 도 차  나타냈다(χ

²=22.470***, p<.01). 또, 화  진행정도, 화에 한 안감, 개  한  등  항목에  연  수 , 폐

경에 가까울수  정적  식  보여 50  전후  화  폐경  매우 연스러운 현상 지만 제2  사 기 도 

같   시기  겪는 40~50  기 여 들  한 미용적 안  마 다  공적 후  맞 하는  도움  

 것  생각 다.

주제어 : 여 , 화 식, 화 안, 스트 스, 복합적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esent cosmetic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fast aging process in the middle age 

and accepting healthy aging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aging according to 

the health condition, lifestyle and psychological condition targeting mid-aged women in 40s to 50s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ly 25 to Sept 1, 2015.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t was shown that as the age was higher, the menopause ratio was higher, drinking, exercise volume 

and hours of sleep were reduced and the stress and psychological pressure were higher. According to the 

menopausal status, the status of facial ag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χ²=39.692***, p<.001), and it also 

showed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tatus of leisure (hobby) activity (χ²=22.470***, p<.01). Also, as higher 

the age and closer to the menopause in items including the progress of aging, anxiety about aging and 

improvement efforts, more negative perception was shown,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smetic 

countermeasures for mid-aged women in like a second puberty 40s to 50s although aging and menopause 

around 50s are very natural. If a beauty alternative is provided, it will help them to have a successful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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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제발 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평균연령

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30년에는

체 인구의 24.3%가 노인인구로 그 여성이 27%를

차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1]. 이처럼 머지않아 우리

나라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어들 것이며 여성노인

인구가 사회 반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일반 으로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인생에서 년기

와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상 으로 길다. 년기

는 ‘제2의 사춘기’라고도 불리는데 사회 으로 핵심 세

이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가정 으로 볼 때 양육

심의 부모역할이 감소되고, 노부모와 성인자녀들 사이

에서 심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2]. , 년기 여성들

은 차 신체 노화가 시작되며 이로 인해 노화불안, 우

울감, 폐경 증상 등 의 다양한 신체 , 심리 변화를 경

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

짐에 따라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호르몬의 생성이 고

월경이 단되는 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으로

이러한 폐경은 일반 으로 50세 후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극심한 스트 스나 정

신 충격 후에 월경불순이 시작되고 조기 폐경으로 진

단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스트

스로 인한 변화는 년기의 우울감을 더욱 가 시킨다.

정 옥(2015)의 연구보고에[3] 의하면 이러한 년의 상

실감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종교, 결혼생활의 성공여부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서순림(2013)의 보고

에[4] 의하면 년기의 우울감과 부정 감정이 노년기

의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 , 심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반에는 통

인 아 마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노화를 지연하기 한

노력과 욕구로 은 사람들 못지않게 자신을 해 과감

히 투자하는 루비족 는 골드퀸이라불리는 40~50 여

성들도 있다[5]. 이러한 년여성들에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년여성들의 노화 인식을 알아보고 노화불안감과

개선욕구를 조사하여 성공 인 노년기를 맞이하기 한

구체 인 방안 수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적 경

2.1 여  신체적 화

년기는 반 인 신체 , 생리 기능의 쇠퇴로 노

화를 실감하게 되고 만성질환 발병율이 높으며 우울, 외

로움, 실패감과 같은 정신 , 사회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한다[4]. 따라서 이시기에는

모든 기능이 감소하여 은 시 과 격히 다름을 실감

하며 실제 노인들보다 늙어감에 해 더 부정 이며 불

안감도 더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 으로

여성은 40-55세경에 폐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난소

의 난포가 축되어 배란이 작용하지 않음에 따라 호르

몬 분비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여려가지 변화가 나타난

다. 폐경으로 인한 신체 증상 신열감, 땀분비, 두통,

체 증가, 안면 홍조, 발한, 불면, 심 질환의 발병률

이 높아진다. 골 도가 떨어지며 골 , 근력 감퇴,

인 이완, 통증을 유발한다[5].

2.2 여  심리적 안

노화불안이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신체 , 정신

변화에 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복합 개념으로 노화과

정 응을 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노화불안은 노화과정에 한 두려움, 개인 편

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이 되는 것에 한 두려움, 타인에

한 지각을 포함한 두려움인 노인에 한 두려움의 3가

지 두려움과 ‘노인에 한 두려움’, ‘심리 불안정’, ‘신체

외모에 한 걱정’, ‘상실에 한 두려움’의 4가지 방식

으로 표 된다[6]. , 여성들은 결혼으로 자아존 감이

향상되고 결혼 기 아내와 어머니로서 첫 번째 기감을

맞이하고 10년 이상 경과 후 독립 자아정체감을 수립

하고자 하는 욕구에 직면하면서 부분의 년기의 기

를 직면한다. 이러한 년여성의 역할상실은 자아존 감

이 손상되고 우울감이 동반되는 심리 불안을 야기시

킨다. 따라서 이러한 년기 우울을 자기의 내부 환상과

외부의 실을 통합하여 잘 융합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 이 시기에는 부부공동의 복리를 하여 상호 호의

노력도 매우 요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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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격한 신체의 변화로 정신 우울감을 갖

게 되는 년기 여성들의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 상

태에 따른 노화인식을 조사하여 다가올 노년의 삶의 질

을 높이기 한 미용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7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비조사를 거친 후 장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조사 상자는 서

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 년여성 23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3.2 연  도   정 

설문 구성은 일반 특성 5문항, 년의 건강상태, 생

활습 , 심리 상태는 강수경(2004)[8]의 연구를 재구성

하여 9문항으로, 안면노화에 한 일반 인 인식은 20문

항, 주 노화인식은 김귀미(2009)[9], 권한경(2011)[7]

의 연구를 바탕으로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3.3 료 처리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

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

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0.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 상태를알아보기 하여빈도분석을실시하 다.

둘째, 안면노화에 한 일반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

상자의 건강상태 생활습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셋째, 안면노화에 한 주 인식을 알아보고, 건강

상태 생활습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고찰

4.1 조사 상  적 특

조사 상자들의 연령,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직

업에 한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년여성의 범

주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 가운데 본 연구

에서는 앞선 자료들을 토 로 40∼59세 여성들을 상으

로 5년 주기로 나 어 골고루 선정하 다. 연령별 분포는

40∼44세 25.2%, 45∼49세 21.0%, 50∼54세 25.5%, 55∼

59세가 28.3%이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75.4%를 차지하

고, 직업은 업주부가 35.9%로 가장 많았고, 문직이

16.6%, 자 업이 16.8%로 나타났다. 상자의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이 65.9%, 학교 졸업 이상이 17.3%이었다.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도 모두 .8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조사 상 들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

조사 상자들의 반 인 건강상태, 폐경여부를 알아

본 결과 신체 건강상태는 ‘ 체 으로 건강하다’고 응

답한 상자가 52.3%로 과반수 이상 답변하 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 의 응답자가 86.7%를 차지하여

주 건강상태에 한 인식은 연령이 을수록 건강하

다고 생각하 다. 폐경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체 응답

자의 45.1%가 ‘ ’라고 응답하 고 응답자의 88.1%가 50

응답자 다. 폐경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난포의 기능이 소실되어 월경이 구 으로 정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 상

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생리 , 정상 과정

이나 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성의 상실, 음의

상실로 정신 우울감을 갖게 된다[10]. 폐경기 연령은

세계 부분 약 50세로 보는데, 구병삼과 민부기

(1986)[11]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들의 평균 폐경연령을

47.6세로, 장희경과 한용 (2002)의 연구에서는 50.17세

로 보고하고 있다[12]. 폐경의 연령은 유 , 사회 , 생

활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50 반 연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여

성의 폐경시기는 여성들의 노화와 요한 연 성이 있으

므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여가활동(취미), 음주, 흡연, 수면, 운동의 5가지 생활

습 에 한 연령별 비교를 <Table 1>에 제시하 다. 40

∼50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둔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항목별 연령별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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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음주량과 수면시간이 어들었으며, 수면시

간은 40 와 50 후반이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음

주량은 연령별 비교에서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χ²=18.2***, p<.001). 5가지 생활습 항목 비교 결과 연

령이 을수록 자신을 한 여가시간과 운동습 을 가지

려고 체 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자 ‘원하는 기 수명’을 묻는

문항에서 ‘80-85세’가 27.0%, ‘75-80세’가 26.1%로 나타

났고, ‘심리 스트 스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많이 받는다’가 44.1%. ‘거의 받지 않는다’가 5.8%로 나와

년 여성들의 심리 스트 스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

었고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4.3 조사 상 들  안 화에 한 적 식

조사 상자들의 안면노화에 한 일반 인식을 알아

보고자 20문항으로 이루어진 기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

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

하 고,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20문항 가장 높은 평균이상의 값을 나타낸 항목은 ‘스

트 스가 피부노화를 진 시킨다’(M=4.19±.681), 그 다

음으로 ‘음주, 흡연과안면피부노화와의 계’(M=4.14±.721),

‘수면과 피부 노화와의 계’(M=4.14±.683)로 생활습 과

노화에 한 일반 인식이 매우 높았다. 건강상태 생

활습 에 따라 안면노화에 한 일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상태, 원하는 기 수명,

스트 스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신체 건강상태는 건강할수록(t=8.679***, P<.001),

원하는 기 수명이 길수록(t=7203***, P<.001),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t=3.911*, P<.05)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원하는 기 수명이 길다는 것은 삶에

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욕구가

강할수록 음에 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단된다. 반

면 이러한 욕구가 강할수록 스트 스의 정도는 심한 것

을 알 수 있다. 20~50 남녀를 상으로 한 이유라

(2016)의 연구[13]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높은 인식을 보 고, 안은주(2014)[14]의 연구보고와

같이 타 연령 보다 40 가 안면노화에 한 일반 인

식이 매우 높은 수를 나타내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년기 여성들은 체 으로

노화에 한 심과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

age
χ²
(p)

40

-44

45

-49

50

-54

55

-59

drink
yes 97.8 94.5 78.4 54.1 18.2***

no 2.2 5.5 21.6 45.9 0.0002

smoke
yes 5.2 4.3 1.8 05 3.9

no 94.8 95.7 98.2 99.5 0.425

sleep

<5h 38.7 46.7 57.8 62.3
10.3*

0.035
5≤7h 53.6 50.8 40.1 35.9

≥7h 7.7 2.5 2.1 1.8

sports

(per

week)

1∼2 53.9 51.8 50.0 21.6
0.7

0.957
3∼4 12.8 16.3 14.8 33.3

no 33.3 31.9 35.2 45.1

leisure

regular 33.0 25.3 22.2 18.7
10.5

0.231
irregular 58.4 54.0 51.2 40.3

no 8.6 20.7 26.6 41.0
*p<.05, ***p<.001

<Table 1> Comparison of lifestyle according to 

the age group

4.4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주 적 화 식

4.4.1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각하는 피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의 건

강상태를 말한다[15]. 년기 여성은 반 인 인체노화

로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율이 높고 심리 , 신체 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그럴수록 노년기에 한 부정

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 이다.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 상태에 따라 지각하는

피부건강상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상

태, 폐경여부, 여가활동정도, 원하는 기 수명, 음주횟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 신

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 신체가 건강할수록 피부

건강상태도 양호한것으로 나타났고(χ²=140.076***, P<.001),

폐경여부에 따라서는 규칙 인 경우이거나 불규칙 인

경우에도 폐경인 경우에 비해 상 으로 피부건강상태

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39.692***, P<.001). 실제

로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어들어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을 유발하며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성이

어 주름이 쉽게 생기는데 진피층의 콜라겐 감소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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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화의 주된 원인으로 피부가 얇아져 탄력을 잃게 되

고 햇빛에 의해 쉽게 착색되기 쉬워[16] 이시기에는 피부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마련이다.

한 여가활동 정도에 따라서는 비교 규칙 인 여

가활동을 할수록 피부건강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

고(χ²=22.470**, P<.01), 기 수명에 따라서는 원하는 기

수명이 길수록 상 으로 피부건강상태가 건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χ²=30.978*, P<.05). 이 외에 음주횟수에

따라서는 주2회 음주를 하는 경우 상 으로 피부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삶에 한 욕구가

강하거나 한 여가 리를 효율 으로 할수록 주

피부건강 상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스트 스를 받지 않

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2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각하는 피 화정도

자각하는 피부노화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건

강상태와 폐경여부에 따라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할수록 나이보다 게 인

지하 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나이보다 노화정도

가 빠르다고 인지하 다(χ²=45.085***, P<.001). 폐경여부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χ²=151.443***,

P<.001) 폐경을 지난 응답자들은 모두 나이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폐경이 실제 으로 생리 노화를 가져오지만 이러

한 결과는 심리 인 우울감에 의한 부정 인 감정을 유

도하는 것이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노화진행에 따른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도 신

체가 건강한 응답자들의 40.1%는 ‘본격 인 노화 리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 고, 39.3%는 ‘노화 리가 필요하지

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응답해 자신의 노화에

한 자신감을 나타냈고(χ²=30.091***, P<.001), 폐경여부에

따라서도 아직 폐경기를 겪지 않은 응답자들은 42.4%가

‘걱정할단계는아니다‘라고 답하 다(χ²=29.090***, P<.001).

4.4.3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복합적 화  

노화의 복합 요인을 분석한 결과 ‘스트 스’가

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외선’ 27.0%, ‘ 문

리 미흡’ 22.0%, ‘다이어트’와 ‘질병’이 각 5.2%, ‘음주

흡연’ 4.3%, ‘유 ’ 3.2% 순으로 나타나 체 으로 자

신의 노화 원인을 스트 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건강상

태 생활습 에 따른 요인을 분석한 결과 폐경여부, 기

수명, 흡연여부, 음주횟수, 스트 스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 폐경여부에 따

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 으로 스트 스 때문에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 고, 기 수명에 따라서는 수명이

짧을수록 스트 스를 요인으로 인지하 고 기 수명이

길수록 자외선을 요인으로 응답하 다. 음주횟수에 따라

서는 음주를 하는 경우는 스트 스 때문에 빨리 진행되

었다고 하 으나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자외선 때문에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 다.

스트 스 정도에 따라서는 많이 받는 집단은 스트

스 때문에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 으나 보통이거나 받지

않는 집단은 자외선 때문에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여 다

소 차이를 보 다. 스트 스는 신체의 생리 균형 상태

를 깨뜨릴 수 있는 자극을 의미하며, 건강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부에는 많은 , 신경, 근육

이 분포하고 자율신경의 향을 받는 기 으로 스트 스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스트 스는 피부

장벽 기능에 문제를 유발하고 유,수분 기능을 하시켜

피부 노화를 진 시킨다[17]. 따라서 년기에는 한

스트 스 리를 통한 노화 방 심리 안정을 통한

정 노화 처가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4.4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화 안 지

안면노화 진행에 한 노화불안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다. ‘매우 그 다’ 13.2%, ‘그 다’

36.1%, ‘보통이다’ 29.4%, ‘아니다’ 20.5%, ‘매우 아니다’

0.9%으로 나타나 체 49.3%가 안면노화 진행에 한 불

안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 생활습 에

따른 안면노화 진행에 한 불안감을 분석한 결과 폐경

여부, 여가활동(취미활동) 정도, 음주횟수, 스트 스 정도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 폐경여부에 따라서는 규칙 인 경우 불규칙 이거

나 폐경인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진행에

한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취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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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서는 규칙 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안하거나

가끔 하는 경우 상 으로 안면노화 진행에 한 두려

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주횟수에 따라서는

월1-2회나 주2회 정도 음주를 하는 경우 상 으로 안

면노화 진행에 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

트 스 정도에 따라서는 비교 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

록 안면노화 진행에 한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년기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감

과 부정 감정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러한 노화불안감을

해결해 수 있는 미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0 여성을 상으로 한 김민송(2012)[18]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자신의 수명과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얼굴 주름을 없애고자 하는 극 인 심리 상태를 나타

내주는 응답자들이 다수 다. 이처럼 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노화 불안감을 정 으로 처 할 수 있는 미

용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4.4.5 건강상태, 생활습 , 심리적 상태에  

      화개  한 심정도

년여성들의 안면노화 리에 한 심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많다’ 16.2%, ‘많다’ 31.5%, ‘보통이다’ 47.9%,

‘없다’ 3.2%, ‘매우 없다’ 1.1%으로 나타나 체 47.7%가

안면노화 리에 해 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건강상태 생활습 에 따른 안면노화 리에 한

심도를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상태, 생리여부, 여가활

동(취미활동), 스트 스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서는 비교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안면노화 리에

한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리여부에 따라서도

규칙 인 경우나 불규칙 인 경우는 폐경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리에 한 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여가활동(취미활동) 정도에 따라서는 비교 여

가활동(취미활동)을 규칙 으로 하는 경우 상 으로

안면노화 리에 한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 스 정도에 따라서는 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록 안

면노화 리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6 안 화 개  신체적, 정신적 존감 회복

 삶  질 향상에 미 는 향에 한 식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미치

는 향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매우 그 다’ 16.2%,

‘그 다’ 49.9%, ‘보통이다’ 27.2%, ‘그 지 않다’ 6.5%, ‘매

우 그 지 않다’ 0.2%으로 나타나 체 66.1%가 안면노

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매우 그 다’ 14.7%, ‘그 다’ 47.3%, ‘보통이다’ 26.1%,

‘그 지 않다’ 10.8%, ‘매우 그 지 않다’ 1.1%으로 나타

나 체 62.0%가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 생활습 에 따른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을 분

석한 결과 신체건강상태, 운동 횟수, 스트 스 정도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건강하

거나 보통인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 횟수에 따라서는 주1-2회 운동

을 하는 경우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스트 스 정도에 따라서는 많이 받는 경우

보통이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향을 건강

상태 생활습 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상태, 생

리여부, 음주횟수, 스트 스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건강하거나 보통인 경우

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경여부에

따라서는 규칙 이거나 불규칙 이 폐경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주횟수에 따라서는 주2회 정도 음주를하는 경

우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 스 정도에

따라서는 많이 받는 경우 보통이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변화에 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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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공 인 노년을 보내기

해서는 이를 한 계획과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여성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신체 정신 변화에

큰 심리 불안감을 갖게 되고 특히, 신체 매력이 높은

사람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회 압박으로 더

욱 외모에 한 심도가 높아지면서 스트 스의 정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19]. 이러한 외모에 한 심은

년과노년 여성도 은 층에 못지않게 높음을 알 수 있다

[20]. 따라서, 년 여성의 신체 노화에 따른 스트 스

를 완화하고[21] 자아 존 감을 향상 시키고[22], 스트

스완화할수있는미용 안이필요할것으로 단된다.

variable

Anxiety about aging
χ²

(p)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health

condition

good
1

(.4)

49

(20.2)

67

(27.7)

98

(40.5)

27

(11.2)

7.342

(.500)
normal

2

(1.1)

39

(21.7)

57

(31.7)

55

(30.6)

27

(15.0)

bad
1

(2.4)

7

(17.1)

12

(29.3)

14

(34.1)

7

(17.1)

menstru

ation

regular
1

(.6)

17

(10.5)

51

(31.5)

68

(42.0)

25

(15.4)

24.666 **

(.002)
irregular

1

(1.1)

15

(16.3)

27

(29.3)

34

(37.0)

15

(16.3)

no
2

(1.0)

63

(30.1)

58

(27.8)

65

(31.1)

21

(10.0)

leisure

regular
0

(.0)

31

(30.1)

28

(27.2)

36

(35.0)

8

(7.8)

20.030*

(.010)
irregular

1

(.4)

42

(17.7)

76

(32.1)

90

(38.0)

28

(11.8)

no
3

(2.4)

22

(17.9)

32

(26.0)

41

(33.3)

25

(20.3)

drink

1-2/

month

1

(1.0)

14

(14.0)

32

(32.0)

40

(40.0)

13

(13.0)

27.315*

(.038)

1/week
0

(.0)

9

(14.3)

24

(38.1)

21

(33.3)

9

(14.3)

2/week
1

(2.2)

6

(13.0)

14

(30.4)

17

(37.0)

8

(17.4)

3/week
2

(4.4)

14

(31.1)

13

(28.9)

9

(20.0)

7

(15.6)

no
0

(.0)

52

(24.9)

53

(25.4)

80

(38.3)

24

(11.5)

stress

bad
1

(.5)

22

(10.8)

57

(27.9)

86

(42.2)

38

(18.6)

34.683***

(.000)
normal

2

(.9)

63

(27.2)

74

(31.9)

73

(31.5)

20

(8.6)

no
1

(3.7)

10

(37.0)

5

(18.5)

8

(29.6)

3

(11.1)

Total
4

(.9)

95

(20.5)

136

(29.4)

167

(36.1)

61

(13.2)
*p<.05, **p<.01, ***p<.001

<Table 2> Anxiety about aging according to the 

health condition and lifestyle

5. 결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 년

여성들을 상으로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과 안면

노화에 한 일반 인식 주 인식을 조사 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건강상태 심리 상태는 연

령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지만 폐경여부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가나 개인 인 생활습 도

노화인식에 한 심리 상태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주 피부건강상태 인식은 건강할수록, 폐경

을 겪지 않을수록, 규칙 인 여가활동을 할수록, 기 수

명이 길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하 고, 피부노화정도도 건

강할수록, 폐경을 지나지 않을수록 자신의 노화진행을

인지하지 못하 다. , 이러한 노화의 원인을 부분 스

트 스로 인지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한

스트 스 리를 통한 노화 방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년에 찾아오는 노화에 한 불안감은 체 응

답자의 49.3%가 그 다고 응답하여 년기의 노화 불안

감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폐경인 경우,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스트 스가 많을수록 불

안감을 크게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노화개선

을 한 심도는 체 47.7%가 정 인 답변을 하여

년기 여성들의 노화에 한 불안과 심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사 상자의 66.1%가 안면노화 개선이 신체 ,

정신 자존감 회복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으며,

62.0%가 안면노화 개선이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다고

인식하 다. 이상의 결과로 이러한 년여성들의 노화불

안감과 심리 압박감을 해소 해 효과 인 미용

로그램 마련과 화장품 련 뷰티산업분야의 년을 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향후 년

갱년기를 맞이하게 될 여성들의 바람직한 노후 설계

와 미용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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