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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눈은 상대방과의 첫 대면에서 가장 먼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생김새에 따라 용모 및 개개인의

성품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안면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눈동자가 커야 아름다운 눈으

로 생각하고 있고, 영상매체에서도 커다란 눈을 매력적

Double-fold blepharoplasty is one of the most common 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on Northeast asians. Generally, the majority of
People regards that big eye is beautiful, which gives an attractive
impression. If the obscure concept of beautiful eye is reconstructed and
ideal palpebral fissure width is confirmed, It may be the useful marker
of double-fold operation.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which anthropometrical data
of beautiful eye by analysis about the ratio of intercanthal
distance(medial to lateral canthus), palpebral fissure width and iris
diam eter.

A total of 112 women underwent the examination, their age ranged
from 20 to 29 years. Anterior facial picture was taken by digital
camera(7.1 megafixels, Cannon PowerShot G6Ⓡ, Japan) without strove
light to prevent the blinking phenomenon.

Among 112, 27 women were selected as beautiful eye group, and
27 women were selected as unattractive eye. The captured images
were analyzed about the ratio of intercanthal distance, palpebral fissure
width and iris diameter by using the computer m easurem ent
tool(Adobe photoshop 6.0, USA).

We observed that the ideal ratio of intercanthal distance, palpebral
fissure width and iris diam eter is 0.94 : 2.23 : 1.00.

The ratio of intercanthal distance and iris diameter between the
attractive eye group and unattractive eye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lso the ratio of palpebral fissure width and diameter of iris
between the attractive eye group and unattractive eye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attractive eye group has more high score of palpebral fissure
width/intercanthal distance.

We concluded that the attractive eye is build by increasing ratio of
intercanthal distance/iris diameter, palpebral fissure width/iris diameter.
So the extensive operation is required not only the fold incision but also
management levator palpebral muscle, debulking pretarsal tissue and
plication of pretarsal skin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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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눈으로 간주하여 각종 홍보성 광고, 행사에 적극 활

용하고 있다. 그래서 얼굴 전체 윤곽과 조화를 이루는

커다란 눈에 대한 욕망은 성형외과 의사나 환자 모두의

바램이다.

동북 아시아권에서 시행하는 눈성형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 틈새(palpebral fissure

width)를 더 크게 만들어 눈동자를 많이 보이게 하려하

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큰 눈보다는 얼굴과 눈 크

기의 조화, 눈 자체에서 눈꺼풀 틈새와 눈폭의 비율 등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쌍꺼풀수술, 안검성형술, 안검하수교정술

등의 안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게 아름다운 눈의 객관적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와

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눈꺼풀 틈새, 홍

채와 눈폭의 상관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눈의 홍채

직경(iris diameter), 눈꺼풀 틈새 및 눈폭(intercanthal

distance)의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아름다운

눈의 계측학적 의의를 갖는 자료의 정립에 그 목적을

두었다.

II. 재료 및 방법

안면부의 특이한 기형이나 골격이상 등의 외형상 이

상이 없다고 판단된 20 - 29세까지의 광주와 화순에 거

주하는 한국 성인 여성 112명을 대상으로 사진계측을

실시하였다.

사진촬영 방법은 근접촬영에 따른 대상자의 긴장도

를 감안하여 일정거리(1 m)에서 디지털 카메라(7.1

megafixels, Cannon PowerShot G6Ⓡ, Japan)로 4배 광

각줌(35 mm 필름 환산 초점거리가 약 140 mm)한 상태

로 대상자 안면을 정면에서 촬영하였다. 촬영 시 대상자

는 앉은 자세에서 후두부를 받침대에 고정하여 움직임

을 방지하였으며, 제 1안위에서 촬영하였다. 정면사진

에서는 렌즈의 중심점을 Frankfort 수평면과 안면정중

선의 교차점에 일치시켰다. 또한 눈의 깜박임을 방지하

기 위하여 밝은 조명아래에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촬영하였다. 촬영된 112명의 한국 성인 여성의 눈에 대

하여 근접 눈만의 사진을 통해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

호사 2명에 의해서, 쌍꺼풀의 존재여부는 무시하고 분

류하였다.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각각 1차

분류를 한 후 분류된 자료를 다시 모아 4명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눈을 가진 27명(group I)과 그렇지

않은 눈을 가진 27명(group II)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대

상은 그룹별로 그림 분석 프로그램(Adobe photoshop

6.0, USA)을 이용하여 사진상 보이는 홍채의 최대 거리

인 홍채 직경, 제 1 안위에서 편안하게 눈을 떴을 때 하

안검과 상안검 사이의 최대 수직 거리인 눈꺼풀 틈새

및 내안각과 외안각을 잇는 거리인 눈폭을 측정하였으

며(Fig. 1 - 4)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모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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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홍채 직경을 기준으로 눈꺼풀 틈새, 눈폭 비

율을 비교 분석하였고, 두 그룹간의 통계 분석은 inde-

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III. 결 과

사진을 토대로 측정한 그룹별 눈에 대한 계측 결과는

Table I과 같다. 홍채 직경을 기준으로 시행한 분석 결

과 Group I의 이상적인 눈꺼풀 틈새, 눈폭, 홍채 직경의

비는 0.94 : 2.23 : 1.00이었다. 또한 Group II의 비는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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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00이었다. 아름다운 눈과 그렇지 않은 눈에서의

홍채 직경에 대한 눈꺼풀 틈새의 비(p < 0.001), 홍채 직

경에 대한 눈폭의 비(p < 0.001)와 눈꺼풀 틈새에 대한

눈폭의 비(p< 0.001)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ig. 5 - 7).

IV. 고 찰

아름다운 눈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여 왔다. 조선시대에는 쌍꺼풀이 아닌 외꺼풀에

갸름하게 벌어진 눈을 미인의 눈이라고 하였으나 해방

이후 서구문물의 유입이 활발해진 이후에는 서양여자

의 눈을 닮고자 쌍꺼풀에 크게 뜬 눈, 눈두덩이가 살짝

들어간 눈이 미인의 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쌍꺼풀

을 가진 아름다운 눈을 원하는 여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치가 없어 아름다운 눈을

원하는 환자나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의견이 일치하

는 기준이 되는 근거가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아 각자

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즉, 눈 주위의 손상이나 기형, 변형 등을 교정하거나

쌍꺼풀수술이나 안검성형술과 같은 미용수술을 할 경

우 한쪽만의 수술이면 반대쪽 눈이 참고 자료가 되겠지

만 양쪽 모두 수술해야 할 경우에는 눈 자체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눈의 크기와 각 구조물들 간의 상호관계

가 눈의 외관상 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눈꺼

풀(eyelids)은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양하며 외모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눈꺼풀을 많이 다루는 의사에게는 눈꺼

풀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계측치가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은 눈 및 눈꺼풀의

구조와 모양이 다르며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인과 일

본인에는 예쁜 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1

그래서 다양한 항목에 걸쳐 정상인의 눈에 대한 계측

학적 측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1-4 일반적인 한

국인의 눈은 양안을 비교한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눈꺼풀 틈새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내

안각폭은 비슷하며 눈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고 했

다.1 눈에서의 내안각폭은 안면의 폭이나 안검의 양상,

비근점 부위의 모양이나 폭에 따라 실제보다 달라보이

는 경향이 있지만 눈폭, 비폭, 내안각폭은 같은 길이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5 홍채의 직경은 남녀 모두

10-14세 경에 성인치에 도달하며 그 후에는 거의 변화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홍채 직경이 한국인에서 더 커

서 한국인의 눈이 일본인 것보다는 더 부드럽고 매력적

이라고 하였다.1 내안각과 외안각의 수평거리를 측정한

눈꺼풀 틈새에 대하여, 1975년 오석준 등6은 남성이 여

성보다 작다고 하였으며 1981년 노세현과 최억7은 남성

이 여성보다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동서양의 크기 차이

는 없었다고 하였다. 눈꺼풀 틈새는 동양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성장하고 더 크다고 하였고 1987년

Moses8는 안구의 전방전위, 정신상태, 근육의 긴장도,

안검의 위축에 의하여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름

다운 눈에서의 내외안각 위치는 외안각이 내안각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여 안검열의 상외방으로 약간 경사진

것이라고 하였으며 백인과 흑인은 모두 내안각이 외안

각보다 높으나 반대로, 몽고인종은 상외측으로 경사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9,10 내안각췌피는 안검위에서

시작된 주름이 내안각을 덮으면서 비교(nasal bridge)의

피부와 연결된 상태를 말하며, Jelk와 Smith,11 Duke-

Elder 등10은 주름(fold)이 시작되는 부위에 따라 구분하

였다.12 내안각췌피가 있는 사람에 있어서 내안각췌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눈폭의 차이가 있었다.3 내안각췌피

를 제거하는 내안각 트임술을 시행하면 참내안각(real

medial angle of the eye)이 나타나며 그 만큼 눈의 크기

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모든 통계 자료는 민족에 따른 정상눈에 대한

통계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름

다운 눈에 대한 기준이 될 계측치는 드물었다. 그 원인

으로는 실측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과 실측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측정이 생체계측으로 이루어지면 측정치가 가장

정확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계측자의 시점 변화나 환자

의 눈깜박임 등에 의해 측정치가 변할 수 있다.

사진계측은 실물을 한 평면위에 투영시켜서 나타난

상을 통한 계측이므로 직접 실물에 대하여 측정을 하는

생체계측과는 근본적인 방법상의 차이를 지닌다.

즉, 사진계측은 삼차원 구조의 실물을 사진기를 통하

여 촬영하여 이차원적인 상태에서 계측하므로 부위에

따라 측정치가 실제거리와 차이를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진계측은 그 측정 대상이 사진이므로 계측

시에 계측자는 보다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고, 피계측자

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눈 깜박임 등의 측정치 변화

인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실내조명장치, 슬라이드 사진이나 인화지상 사진을

통한 현상과정, 재료비의 손실 등 측정방법이 번거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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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측정 방법의 다양성, 즉 정확한 측정을 위한 사

진의 확대나 축소가 어렵고, 거리 측정이 직접 자를 이

용하여야하는 측정 방식의 부정확성 등으로 대상자의

눈에 대한 실제 평균 계측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는데 임상사진술에서도 디지털 카메

라를 이용한 의무기록이 보편화되었으므로 전술한 고

전적인 사진술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측정한 것이 더 정확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로 밝은 실내조명 하

에 근접촬영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에게 직접 자를 이용

하여 각 구조물에 대한 실측에 따른 부정확성과 부담감

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료의 거리 측정에서도 컴퓨터

상의 그림 분석 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이며 정확한 측정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눈에서 가장 안정적인 홍채의 직경을 기준으로 삼고

눈폭과 눈꺼풀 틈새와의 비율을 수치화하여 통계처리

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측정방법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인에서의 눈 구조물들의 계측치는 서

양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선호되는 아름다운 여

성에서는 일반인과 다르게 쌍꺼풀 발현률이 높으며 눈

꺼풀 틈새가 평균 8 - 10 mm 정도이고 눈은 보다 둥글

고 커서 서양인의 눈과 더 유사하다고 하였다.2

최근 눈이 커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미용렌즈의 착

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중 서클렌즈(circle lens)의 경우

렌즈의 테두리에 검은 색깔을 넣어 눈동자를 더 선명하

고 뚜렷하며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하여

이를 착용하는 사람은 보다 눈동자의 크기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며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

만 실제로 홍채의 직경은 수술로 키울 수 없으므로 눈

주위의 구조물에 변화를 주어 외부로 더 넓은 홍채를

드러냄으로서 보다 크고 아름다운 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13

홍채 직경을 기준으로 하여 아름다운 눈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아름다운 눈 군에서 보다 눈

꺼풀 틈새와 눈폭의 길이가 길었으며 눈폭에 대한 눈꺼

풀 틈새의 길이도 더 컸다. 이는 아름다운 여성의 눈은

일반여성의 눈에 비해 보다 더 커다랗고 둥글어서 선명

한 인상을 갖는다는 것에 부합한다.2

눈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눈폭과 눈꺼풀 틈새의 길이변화를 들 수 있겠다. 즉, 홍

채는 정해진 크기이므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대신 눈폭

과 눈꺼풀 틈새에 대해서는 수술적 조작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눈폭을 조절하는 수술적 조작 방법으로 쌍꺼풀의 폭

크기와 위눈꺼풀 올림근의 단축, 쌍꺼풀 피부피판을 위

눈꺼풀판의 상부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다.

쌍꺼풀의 폭은 한국인에서 평균 6 - 8 mm를 이상적으

로 정하고 있으므로 쌍꺼풀이 돼 있지 않은 환자를 수

술할 때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8 mm 보다 더 높

게 쌍꺼풀 선을 잡아 고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다. 또, 위눈꺼풀 올림근의 운동력에 따라 눈을 뜨고 감

을 때 위눈꺼풀의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고 그만큼 감정

표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위눈꺼풀 올림근의 조

작은 무엇보다 눈폭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수술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도의 안검하수증이 동반된 여성의

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때는

특히 위눈꺼풀 올림근에 대해 올림근널힘줄 주름잡기

(levator plication) 또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levator

resection) 등의방법으로교정해주어 ‘큰눈’ 이라는이미

지를갖게해주어야한다. 위눈꺼풀피부피판의상부를위

눈꺼풀판의상부에고정시키는 방식은쌍꺼풀폭을늘릴

뿐 아니라 위 속눈썹을 위로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눈폭이 커지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눈꺼풀 틈새를 넓히는데 유용한 조작으로는 내안각

을 덮고 있는 췌피의 교정이 있다. 서양인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검렬축소(blepharophimosis) 등의 선천

성 기형에서 나타나지만 동양인에서는 의외로 많은 경

우가 소구(carunle)를 경도 또는 중등도로 덮고 있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췌피에 대해 반흔을 최소

화시키면서 췌피를 제거하여 소구가 드러나게 하면 더

불어 위눈꺼풀의 내측도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눈

폭 및 눈꺼풀 틈새도 늘어나고 더구나 쌍꺼풀 선의 내

측 출발선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러한 홍채의 크기 및 눈의 크기 변화만을 보다 크

게 시도하면 아름다워 지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정

상적인 눈 구조물들 비율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아름다운 눈이 갖는 서로간의 비율에 맞아야 전체

적인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V. 결 론

아름다운 눈은 눈썹의 모양 및 위치, 쌍꺼풀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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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눈꺼풀의 모양과 두께, 속눈썹의 길이나 방향 등의

인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나온다. 인자들 각각

의 유무와 크기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눈의 형태를 결정

짓는 큰 요소들로는 눈동자의 크기와 눈의 크기 및 모

양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눈의 크기만을 단순히 증

가시키기 위해 무리한 변화를 가하면 주위 구조물과의

조화가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에서의 눈동

자와 주위 구조물과의 조화된 비율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름다운 눈의 이상적인 눈꺼풀 틈새, 눈폭, 홍채 직

경의 비는 0.94 : 2.23 : 1.00이었고 그렇지 않은 눈에서는

0.66 : 1.87 : 1.00이었으며 홍채 직경에 대한 눈꺼풀 틈새

의 비, 홍채 직경에 대한 눈폭의 비와 눈폭에 대한 눈꺼

풀 틈새의 비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아름다운 눈이 커다랗고 둥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아름다운 눈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쌍꺼풀 수술에

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쌍꺼풀의 폭, 내안각 트임술 등

의 조정 외에 위눈꺼풀올림근의 조작과 눈꺼풀판 앞 피

부피판을 눈꺼풀판 상부에 고정함으로써 위눈꺼풀을

위로 올려 홍채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곧 홍채 크

기를 키우는 효과가 있어 아름다운 눈이 되게 하는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아름다운 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요소로 눈꺼풀 틈새, 눈

폭, 홍채 직경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고, 그 비율은

0.94 : 2.23 : 1.00으로 맞추었을 때, 보다 아름다운 눈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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