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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얼굴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의 변화 

 
 < 지도교수 : 정 주 령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설 희 
 
 
얼굴 인식 및 선호도를 평가할 때 무의식적인 눈의 움직임을 단시간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이트래킹 (eye-tracking)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얼굴 각도 및 표정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도
록 하는 수행 과제를 개발하고, 아이트래킹을 활용하여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33명의 일반인 (여자 15명, 23.3 ± 3.1세; 남자 18명, 21.3 ± 2.4세)을 대상으
로 자기 얼굴 및 동성의 타인 3명에 대한 0° (정면), 15°, 30°, 45°, 60°, 90° (측면) 
얼굴 각도의 무표정 또는 웃는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얼굴 매력도 평가 및 
가장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안의 피험자의 시선을 추적하였다. 또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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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각도를 0°, 45°, 90°로 단순화하되 무표정과 웃는 얼굴을 혼합 제시한 단순혼합형 
매력도 평가를 통해 얼굴 각도 및 표정, 타인/자기 얼굴,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였다. 각 과제 수행 시에 기록된 관심영역의 고정주시 시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반적인 얼굴 매력도 평가에서 타인의 무표정 얼굴을 관찰하는 경우 정면 얼굴

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인 반면, 자기 얼굴을 관찰할 때에
는 정면 얼굴과 15°-45° 사이의 회전된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05). 

2.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선택하는 과제에서는 전반적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에 비해
정면 얼굴로의 고정주시 시간이 감소하고, 30°, 45°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타인의 무표정 얼굴의 경우, 0° 얼굴에서 고정주시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P <0.001), 45° 얼굴에서는 고정주시 시간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01).  

3. 타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에는 같은 정면 얼굴이라도 무표정보다 웃는 얼굴에
서의 고정주시 시간이 유의하게 높았다 (P <0.01). 반면, 자기 얼굴의 매력도 평
가 시에는 무표정 얼굴과 웃는 얼굴에 대한 고정주시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P >0.05). 

4.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는 모든 조건에서 측면 얼굴의 고정주시 시간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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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얼굴 매력도를 평가할 때 정면 얼굴과 더불어 30°, 45° 얼굴에서의 시
선주시 및 탐색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얼굴의 심미성을 관찰할 때에는 측면 얼굴
보다는 정면 얼굴과 함께 30°-45°의 얼굴에서 얼굴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얼굴의 심미성에 대한 평가 시 기존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이용한 분석과 더불어 30°-45° 사이의 안모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30°-45° 사이의 회전된 얼굴 평면을 이용한 3차원 심미 
분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이 되는 말: 얼굴 매력도, 얼굴 각도, 얼굴 표정, 아이트래킹, 시선추적, 시선주시, 
고정주시, 자기 얼굴, 타인 얼굴, 안모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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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의 변화 
 

 < 지도교수 : 정 주 령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설 희 
 
 

Ⅰ. 서론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의 개선과 더불어 안모의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진다.1 따라서 
다양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두개악안면 영역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심미성을 분석, 
진단하고 있다.2-7 하지만 안모의 선호도는 성별, 연령, 문화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8-11 특히 자기 얼굴 인식 (self-face recognition)은 자존감 등과 같은 심리 
상태에 상호 영향을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다.12-17 

교정 영역에서는 환자의 부정교합 및 안모 심미성, 매력도 평가 시 임상검사 및 사



 

2 

진과 함께 정모 또는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6,7,18-20 특
히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이용한 계측법은 재현성이 높으며 수치화된 계측이 가능하
여 오래전부터 교정 진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3,19,21 일상 생활에서 안모의 심미성은 
경조직보다는 연조직을, 정적 상태보다는 동적인 상태로 3차원적으로 인지되기 때문
에 연조직 중심의 3차원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얼굴의 심미성 또는 매력도는 얼굴이 보여지는 각도나 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초상화나 인물 사진 속의 얼굴은 정면의 얼굴보다는 측
면으로 약간 회전된 얼굴이 압도적으로 많고,22 측면으로 회전된 얼굴은 정면 얼굴과 
완전 측면 얼굴보다 재인률이 높다.23-25 이와 더불어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셀카가 확산되면서 일명 ‘얼짱 각도’로 셀카 사
진을 찍는 방법이 유행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기도 하였으며, 45° 전후로 회전
된 얼굴을 가장 매력적으로 인지하며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26,27 또한 얼굴 매력도
는 무표정의 정면 얼굴이나 측면 얼굴보다는 정면에서의 웃는 얼굴 (smiling faces)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하지만 이러한 얼굴의 각도나 표정 
요소가 얼굴 매력도 평가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은 제한적이다. 

한편, 아름다움 (beauty)은 빠르게 보여지면서 정보가 최소화일 때 인지되며29 얼굴  
매력도는 얼굴을 보는 최초 2초 내에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0 따라서 최근에는 
무의식적인 눈의 움직임을 단시간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이트래킹 (eye-
tracking) 기법이 얼굴 평가 시 활용되고 있다. 아이트래커 (eye-tracker)는 동공 반
응을 생리적 지표로 사용하여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시선추적 장치이다.31,32 뇌는 
오직 눈의 움직임이 정지하는 동안에만 정보를 기록하며,33 눈은 동공을 움직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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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끄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눈의 움직임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얼마 동안’ 보는지, ‘무엇이 관찰자의 관심
을 끄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34 아이트래킹 연구에서 ‘고정주
시 (fixation)’는 한 곳에 시선이 멈추는 것으로 관심 또는 흥미가 있거나 중요한 경
우로 판단하며,35,36 많은 정보를 가진 관심영역에서 더 많은 고정주시 시간 (fixation 
time)과 고정주시 횟수 (fixation count)가 나타나게 된다.37,38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얼굴 인지 연구 결과, 구순구개열 환자는 타인에게 인지될 
때 일반인에 비해 입과 코 주변에서 시선주시가 증가하는 차이가 나타났으며,39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스마일 (smile) 시 얼굴의 전반적인 매력도와 치아의 심미성은 시선주
시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40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 얼굴이 아닌 타
인의 얼굴만을 관찰하였고, 관찰 행위를 유발시키는 과제가 주어지지 않아 수동적 관
찰에 대한 시선의 움직임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탐색 과정에서의 시선주
시 특성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얼굴 각도 및 표정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매
력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과제를 개발하고 아이트래킹을 통해 자기 얼굴과 타인 얼굴
의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얼굴 매력의 탐색 과정에서의 시선주시 
양상은 수동적 탐색 과정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타인과 자기 얼굴에 따른 시선주
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측면 얼굴에 대한 시선주시는 가장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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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IRB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를 통해 만 19-29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은 정상 시력 (교정시력 포함)을 보유하였으며,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거나 헤어스타일이 특이한 경우는 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외하
였다. 총 33명 (여자 15명, 23.3 ± 3.1세; 남자 18명, 21.3 ± 2.4세)의 일반인을 대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에 필요한 타인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표준
모델 여자 3명과 남자 3명을 모집하였으며, 표준모델 대상자는 부정교합이나 안면
기형이 없는 20-30대의 남녀를 선별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전반적인 매력도 평가 (실험 1) 

(1) 개요 

첫 번째 실험은 얼굴의 회전 각도를 세분화하여 무표정의 0° (정면), 15°, 30°, 45°, 
60°, 90° (측면) 표준사진 6장 (Fig 1A) 또는 웃는 표정의 0°, 15°, 30°, 45°, 60°, 90° 
표준사진 6장을 한 화면에 제시한 후 (Fig 1B),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는 과제 수행 
시에 나타나는 시선주시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본인과 동성의 타
인 3명, 총 4인에 대한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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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극물의 제작 

① 표준사진 촬영 

자기 얼굴의 매력도 평가에 사용될 자극물 제작을 위해 피험자들의 사진을 촬영하
였다. 0°, 15°, 30°, 45°, 60°, 90° 회전된 얼굴각도에서 각각 무표정한 얼굴과 웃는 얼
굴을 촬영하여 총 12장의 표준사진이 촬영되었다. 촬영을 위해 사진 촬영실 바닥에 
0°, 15°, 30°, 45°, 60°, 90°의 각도선을 표시하여, 피험자들에게 각 각도선에 양쪽 발
을 나란히 맞추도록 한 뒤 natural head position 하에 시선은 같은 높이의 정면을 바
라보도록 한 상태에서 SONY NEX-5T 디지털 카메라 (Sony, Tokyo, Japan)로 실내 
형광등 조명 하에 사진촬영을 하였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신구나 안경 등
은 제외하고 촬영하였으며, 모든 사진은 배경색과 얼굴 크기를 통일하고 턱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 보이도록 하였다. 

타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에 사용될 자극물 제작을 위해 여자 3명과 남자 3명의 표
준 모델에 대해 동일하게 12장의 표준사진을 촬영하였다.  

② 실험 자극물의 합성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무표정, 웃는 표정에 따라 별개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각 자
극물은 동일인의 0°-90° 사이의 6장 사진의 위치와 순서가 무작위로 배치되도록 하
여, 한 사람당 동일한 표정의 사진을 이용한 3개의 무표정 자극물과 3개의 웃는 표정 
자극물이 합성되었다 (Fig 1). 자가 사진과 표준모델 사진은 똑같은 방식으로 합성되
었으며, 자극물 합성에는 Adobe Photoshop CS6 소프트웨어 (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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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utral faces >                  < B. smiling faces > 

 
(3) 아이트래커 (Eye-tracker) 

① 시선의 측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I RED 120 eye-tracker (SensoMotoric Instruments, Teltow, 
Germany)를 이용하여 과제 수행 시의 피험자의 시선을 추적하였다 (Fig 2).  

이 장비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공의 움직임을 측정하며, 고정주시는 100 
pixel 이내의 범위를 80 ms 이상의 시간 동안 주시하였을 때 기록되었다. 실험 과제 
제시와 데이터 분석을 위해 Experiment Center™ 3.5 및 SMI iView X™ system, 
SMI BeGaze™ software (SensoMotoric Instruments, Teltow, Germany)를 이용하였다.

Fig 2. Eye-tracking device (Left: PC for operator, Right: monitor for presentation
of the stimuli and RED 120 eye-tracker). 

Fig 1. Examples of the visual stimuli to test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for neutral or smiling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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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심영역 분석 

실험 과제 수행 시에 시선추적을 하는 동안 피험자가 화면의 어떤 특정 영역을 얼
마나 주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eGaze™ software를 이용하여 관심영역 (area of 
interest, AOI)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관심영역은 얼굴을 전부 포함하도록 하였
고, 자극물마다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6개의 관심영역이 설정되었다. 고정주시 시
간은 각 관심영역에 80 ms 이상의 고정주시가 나타난 총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각 관
심영역에 대한 고정주시 시간을 전체 관심영역의 고정주시 시간의 합으로 나눈 값을 
고정주시비율 [fixation time (%); 각 관심영역의 고정주시 시간 / 전체 고정주시 시
간 × 100]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히트맵 (Heat map) 분석은 각 관심영역의 고정
주시 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며, 히트맵의 컬러스케일 (Color scale)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날수록 고정주시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Fig 3). 
 

 
Fig 3. An example of an image showing AOIs in the visual stimuli and heat map. 
Yellow squares indicate AOIs. The color scale indicates the total fix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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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과제 및 방법 

피험자들은 시선추적을 위한 아이트래커가 설치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실험 
과제에 대한 지시문을 보며 실험 진행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다. 이후 컴퓨터 화
면 앞에서 피험자의 눈 움직임과 컴퓨터 화면 위의 응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점 
조정 작업(calibration)을 거친 후 본 실험을 위한 자극물이 제시되었다 (Fig 4). 1개
의 자극물을 4500 ms (4.5초) 동안 보면서 매력도 평가를 위한 탐색을 하며, 자극물 
화면에 이어서 매력도 점수 입력화면이 2000 ms (2초) 동안 제시되면 이때 키보드 
상의 점수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매력도 점수는 1~4점으로 얼굴이 “매우 매력
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 1, “매력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 2, “매력적이다” 라
고 생각되면 3,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되면 4를 누르도록 하였다. 매력도 점수
는 얼굴을 관찰하는 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과제일 뿐 실험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3명의 동성 타인 얼굴과 자기 얼굴에 대해 총 24개의 자극물 (12개의 무표정, 12
개의 웃는 표정 자극물)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피험자가 각 자극물의 매력
도를 평가하는 동안 시선추적 데이터와 매력도 점수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도
록 하였다. Fig 5는 개략적인 전체 실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Fig 4. A viewer positioned in front of the eye-track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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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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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력적인 1순위 선택 (실험 2) 

(1) 개요 

본 실험은 실험 1의 매력도 평가보다 적극적인 탐색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무표정 0°, 15°, 30°, 45°, 60°, 90° 표준사진과 웃는 표정 0°, 15°, 30°, 
45°, 60°, 90° 표준사진을 각각 제시한 자극물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진 1순위를 선택
하도록 한 후, 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시선주시 특성을 파악하고 시선추적 데이터와 
실제 선택한 사진에 대한 행동반응 데이터와의 일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
는 본인과 동성의 타인 3명, 총 4인에 대한 매력적인 1순위 평가를 시행하였다. 

(2) 실험 자극물의 제작 

실험 1의 자극물과는 별개로 1순위 사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진번호가 부착된 추
가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추가 자극물은 0°, 15°, 30°, 45°, 60°, 90°의 무표정 또는 웃
는 표정 표준사진이 일렬로 배열되도록 하고 각 사진에 개별 번호를 부착하였다 (Fig 
6). 

< A. neutral faces >                    < B. smiling faces > 
Fig 6. Examples of the visual stimuli to test the selection of the most attractiv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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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과제 및 방법 

실험 1과 같이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표정의 0°, 15°, 30°, 45°, 60°, 90° 표준사진
으로 구성된 3개의 랜덤 자극물이 한 자극물당 5000 ms로 총 15000 ms 동안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는 동안에 가장 매력적인 사진 1순위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을 하도록 
한 후, 이어서 제시된 사진번호 입력화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1순위 사
진의 번호를 5000 ms 이내에 키보드에 누르도록 하였다. 3명의 동성 타인 얼굴과 자
기 얼굴에 대해 총 8번의 1순위 선택 실험이 무작위 순서로 시행되었으며, 피험자가 
선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선추적 데이터와 실제로 선택된 1순위 사진의 번호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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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amples of the visual stimuli to test the evalua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among simplified mixed photographs. 

다. 단순혼합형 매력도 평가 (실험 3) 

(1) 개요  

이 실험에서는 얼굴 각도 및 표정, 타인/자기 얼굴, 성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
해, 표준사진의 얼굴 각도를 0°, 45°, 90°로 단순화시키고 무표정과 웃는 표정을 혼합
하여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제시하였을 경우 얼굴 매력도 평가 시에 나타나는 시선주
시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본인과 동성의 타인 3명, 총 4인에 대
한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2) 실험 자극물의 제작과 과제 및 방법 

자극물은 동일인의 무표정과 웃는 표정 0°, 45°, 90°의 6장 사진의 위치와 순서가 
무작위로 배치되도록 하여, 한 사람당 동일한 사진을 이용한 3개의 단순혼합형 자극
물이 합성되었다 (Fig 7). 단순혼합형 자극물에 대한 매력도 평가는 실험 1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명의 동성 타인 얼굴과 자기 얼굴에 대해 총 12개의 자극물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피험자가 각 자극물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동안 시선추
적 데이터와 매력도 점수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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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3가지 과제의 아이트래킹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에는 피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교정치료 여부 등의 정보를 간단히 적도록 하였으며, 
다음 2가지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1) 평소 자신의 얼굴을 보거나 매력을 관찰할 때, 어떤 얼굴을 많이 보십니까? 
선택지형 : ① 정면 얼굴 ② 정면 웃는 얼굴 ③ 측면으로 회전된 얼굴  

④ 측면으로 회전된 웃는 얼굴  ⑤ 측면 얼굴  ⑥ 측면 웃는 얼굴  
 

질문2) 다른 사람의 얼굴이 매력적인지 판단할 때, 어떤 얼굴을 많이 보십니까? 
선택지형 : ① 정면 얼굴 ② 정면 웃는 얼굴 ③ 측면으로 회전된 얼굴  

④ 측면으로 회전된 웃는 얼굴  ⑤ 측면 얼굴  ⑥ 측면 웃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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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AS 9.2 software (SAS Institute, Cary, NC, USA)가 
사용되었다. 각 자극물 내의 6개 관심영역에 대한 고정주시비율의 비교와 얼굴 각도 
및 표정, 타인/자기 얼굴,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혼합모형 
(Linear mixed model)을 시행 후, 다중비교를 위해 5% 유의수준에서 Bonferroni test
를 이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매력적인 1순위 선택 과제의 행동반응 데이터와 
시선추적 데이터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oncordance rate 분석을 시행하였다. 

 
 
 
 
 

 



 

15 

Ⅲ. 연구결과 
 
1. 전반적인 매력도 평가에서의 시선주시 특성 (실험 1) 

타인 및 자기 얼굴의 무표정 0°, 15°, 30°, 45°, 60°, 90° 또는 웃는 표정 0°, 15°, 
30°, 45°, 60°, 90° 표준사진을 각각 제시한 자극물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6개의 관심영역에 대한 고정주시비율을 분석하였다.  

히트맵 분석에서 무표정의 타인 얼굴의 경우 다른 각도의 얼굴에 비해 정면 얼굴에
서의 고정주시 시간이 길어지는 것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그래프로 살펴보면, 무표정의 타인 얼굴에서 고정주시비율은 0°, 30°, 15°, 45°, 60°, 
90° 사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0° 사진은 15°, 45°, 60°, 90°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으며 (P <0.01), 90° 사진은 다른 모든 각도의 사진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0.01) (Fig 9A).   

무표정의 자기 얼굴에서 고정주시비율은 0°, 30°, 15°, 45°, 60°, 90° 사진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0°, 15°, 30°, 45° 사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0.05), 
90° 사진은 0°, 15°, 30°, 45°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5) (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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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표정의 타인 얼굴 매력도 평가에서 고정주시비율을 비교한 결과, 0°, 15°, 30°, 
45°, 60°, 90° 사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0°, 15°, 30°, 45° 사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0.05), 90° 사진은 다른 모든 각도의 사진들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 (P <0.05) (Fig 10A).  

웃는 표정의 자기 얼굴 매력도 평가에서는 고정주시비율이 0°, 15°, 30°, 60°, 45°, 
90° 사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0°, 15°, 30°, 45°, 60° 사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반면 (P >0.05), 90° 사진은 30°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5) 
(Fig 10B). 
 

 
 
 
 

 

 
Fig 8. Heat map analysis for others’ neutral faces during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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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Mean fixation time (%) for neutral faces during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Fig 10. Mean fixation time (%) for smiling faces during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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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력적인 1순위 선택에서의 시선주시 특성 (실험 2)  

가장 매력적인 1순위 선택에 대한 히트맵 분석의 경우, 정면 얼굴과 더불어 15°-
45° 사이의 회전된 얼굴에서 고정주시 시간이 길어지는 것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1).  

고정주시비율을 분석한 결과, 무표정의 타인 얼굴에서는 45°, 30°, 15°, 0°, 60°, 90° 
사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45° 사진은 60°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P <0.05), 
90° 사진은 0°, 15°, 30°, 45°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5) (Fig 12A). 무
표정의 자기 얼굴에서는 고정주시비율이 30°, 45°, 0°, 60°, 15°, 90° 사진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90° 사진은 30°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1) (Fig 12B). 

웃는 표정의 타인 얼굴에서의 고정주시비율은 15°, 0°, 30°, 45°, 60°, 90° 사진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60° 사진은 0°, 15°, 30°, 45° 사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 
<0.01), 90° 사진은 다른 모든 각도의 사진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0.001) (Fig 
13A). 웃는 표정의 자기 얼굴에서의 고정주시비율은 30°, 15°, 0°, 45°, 60°, 90° 사진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0° 사진은 30° 사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5) (Fig 
13B).  

Fig 11. Heat map analysis during the selection of the most attractiv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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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n fixation time (%) for neutral faces during the selection of the most attractive face.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Fig 13. Mean fixation time (%) for smiling faces during the selection of the most attractive face.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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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인의 무표정 얼굴의 경우 전반적인 매력도 평가와는 달리, 매력적인 1순위 
선택 시에는 0° 사진에 대한 고정주시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P <0.001), 45° 
사진에서의 고정주시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01)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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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comparison of mean fixation time (%) in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Test 1) and the selection of the most attractive face (Test 2) for
others’ neutral faces.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est 1 and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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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및 자기 얼굴의 무표정과 웃는 표정의 사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진 1순위
를 선택하는 행동반응과 시선추적 데이터의 일치도 (concordance rate)는 63.27%였
다 (Table 1). 
 

  
 
 
 
 
 
  
 
 
 

 
 
 
 
 

Table 1. A confusion matrix of responses and areas of the longest fixation time
  

 
 
 
 
 

 
  

Response Look at longest 
0° 15° 30° 45° 60° 90° total 

0° 43 5 7 1 3 2 61 
15° 4 27 7 3 2 1 44 
30° 4 8 32 5 0 2 51 
45° 6 5 7 37 5 3 63 
60° 2 0 3 6 17 2 30 
90° 2 0 1 3 3 17 26 
total 61 45 57 55 30 2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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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혼합형 매력도 평가에서의 시선주시 특성 (실험 3) 

얼굴 각도 및 표정, 타인/자기 얼굴, 성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혼합형 
표준사진에 대한 얼굴 매력도 평가 후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한 결과, 얼굴 각
도 및 표정과 타인/자기 얼굴, 얼굴 각도 및 표정과 성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
었다 (P <0.001). 

얼굴 각도 및 표정과 타인/자기 얼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 0° 웃는 표
정에서의 타인 얼굴의 고정주시비율은 자기 얼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또한 타인 얼굴에서는 같은 정면 얼굴이라도 무표정보다 웃는 표정에서 고정주시비율
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P <0.01), 자기 얼굴에서는 무표정과 웃는 표정에 대한 고
정주시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05) (Fig 15). 

히트맵 분석에서도 역시 타인의 정면 얼굴의 경우, 무표정 얼굴보다 웃는 얼굴에서 
고정주시 시간이 길어지는 것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6). 

얼굴 각도 및 표정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0° 웃는 표정의 얼굴에서 여자 
피험자들은 남자 피험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고정주시비율을 보였다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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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Mean fixation time (%) during the evalua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among 
simplified mixed photographs. N0, neutral face 0°; S0, smiling face 0°; N45, neutral 
face 45°; S45, smiling face 45°; N90, neutral face 90°; S90, smiling face 90°. Data 
was analyzed by linear mixed model and multiple comparison with Bonferroni test.  
* P <0.05, ** P <0.01, *** P <0.001.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Fig 16. Heat map analysis in others’ faces during the evalua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among simplified mixed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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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조사 결과와 시선추적 데이터의 비교 
 

타인 얼굴과 자기 얼굴의 매력을 관찰할 때 어떤 각도의 얼굴을 많이 보는지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 0° 무표정 얼굴과 0° 웃는 얼굴에 대한 응답률은 타인 얼굴의 경
우 각각 18.9%와 64.9% (총 83.8%), 자기얼굴의 경우 각각 56.8%과 21.6% (총 
78.4%)로 다른 각도의 얼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0° 무표정 얼굴과 0° 웃는 얼굴에 대한 고정주시비율은 타인 얼굴에서 각각 
19.6%, 25.5% (총 45.1%), 자기 얼굴에서 각각 21.6%, 20.3% (총 41.9%)로 설문조
사에서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A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d fixation time (%)  
 

 Questionnaire Fixation time (%) 

Angle & expression 
of face 

Others’ faces 
(%) 

Self-face
(%) 

Others’ faces 
(%) 

Self-face 
(%) 

Neutral face 0° 18.9 56.8 19.6 21.6 
Smiling face 0° 64.9 21.6 25.5 20.3 
Neutral face 45° 2.7 16.2 17.3 16.6 
Smiling face 45° 10.8 5.4 18.8 17.1 
Neutral face 90° 2.7 0 8.5 11.8 
Smiling face 90° 0 0 10.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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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의학에서는 얼굴의 심미성을 분석할 때 정면 또는 90° 측면 얼굴을 이용하는 경우
가 일반적인 반면, 얼굴 인지에 대한 인지심리학 영역의 연구 결과들은 측면으로 약
간 회전된 얼굴이 정면의 얼굴보다 동적이고 긍정적이며,41 얼굴 재인률이 높고,23-25 
선호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22 정면과 90° 측면의 중간인 45° 회전된 얼굴은 얼굴의 
삼차원적 정보를 상당량 담을 수 있다고 하였다.42,43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아이트래킹을 이용하여 관찰자의 시선의 흐름을 객관
적으로 측정한 결과, 얼굴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의 교정 진단 및 분석에서 선호되
는 측면 얼굴보다는 정면 얼굴과 측면으로 회전된 30°-45° 내외의 얼굴을 보다 탐색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개의 실험 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매력도 평가’ 
실험에서는 세분화된 얼굴 각도의 무표정 얼굴과 웃는 얼굴을 각각 따로 제시하였을 
때의 시선주시 특성을, ‘매력적인 1순위 선택’ 실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탐색 행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혼합
형 매력도 평가’ 실험에서는 표준사진의 얼굴 각도를 0°, 45°, 90°로 단순화시키고 무
표정과 웃는 표정을 혼합하여 제시되었을 때의 시선주시 특성을 확인하여 얼굴 각도 
및 표정, 자기/타인 얼굴, 성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설계되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매력도 점수 평가에서는 타인의 무표정 얼굴의 경우 정면 얼
굴에서 가장 높은 고정주시 시간을 보였지만, 자기 얼굴의 경우에는 정면 얼굴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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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5°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선택하도록 하였던 적극적인 매력 탐색 과정에서는 정면 얼굴의 고
정주시 시간은 감소한 반면 30°와 45°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고정주시 시간이 증가할수록 해당 관심영역에 많은 정보와 관심이 있어 
주시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37,38,44 따라서 능동적으로 얼굴 매력을 탐색
할 때에는 정면 얼굴보다 30°-45° 사이의 얼굴에서 시각적 주의가 높아지고 얼굴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측면으로 약간 회전된 
얼굴이 3차원 정보의 이점이 있으며, 얼굴 재인률이 높고, 선호된다는 기존의 인지 심
리학 영역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23-25,41-43 또한 얼굴의 매력을 관
찰할 때 실제 눈의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이트래킹을 통해 관찰자의 시선의 흐름을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얼굴의 매력을 관찰할 때 어떤 각도의 얼굴을 많이 보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다른 각도의 얼굴보다 정면 얼굴을 많이 본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실
질적인 고정주시비율은 설문조사 응답률보다 낮았다. 반면 45° 얼굴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률은 정면 얼굴에 비해 확연히 낮았으나, 고정주시비율은 설문조사 응답률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 정면 얼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정면 얼굴을 가장 많이 본
다는 의식적인 인지와는 달리, 실제로 얼굴의 매력을 관찰할 때에는 정면 얼굴 외에 
45° 내외의 얼굴에도 무의식적으로 많은 시선주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정이나 타인 및 자기 얼굴 여부에 따른 시선주시에는 특징적인 변화도 관찰되었
다. 자기 얼굴 평가 시에는 정면의 웃는 얼굴로의 고정주시 시간이 높지 않고, 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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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여부에 따른 시선주시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타인 얼굴 평가 시에는 정면의 
웃는 얼굴로의 고정주시 시간이 높으며, 같은 정면 얼굴이라도 무표정보다는 웃는 표
정에서 고정주시 시간이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타인 얼굴을 관찰 시 
웃는 얼굴에서 매력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으며28 스마일 시 치아의 심미성이 매
력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40 안모의 심미성 분석에서 웃는 표정과 같은 
동적인 얼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
났으며, 여자는 정면의 웃는 얼굴에서 남자보다 높은 고정주시 시간을 보였다. 기존의 
안모심미성과 얼굴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유무는 대립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0,45-49 

본 연구는 짧은 시간 내에 관찰자가 무엇을 얼마 동안 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고정주시 시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의 인지사고과정,30 ‘고정주시 횟수’는 장기 기억의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
며,50 정보를 처리하고 구성하는 개수와 연관이 있다.36 또한 많은 정보를 가진 관심영
역에서 더 많은 고정주시 시간과 고정주시 횟수가 나타나게 된다.37,3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관심영역에서 발생한 고정주시가 피험자의 흥미, 관심, 정보인지 과
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이트래킹 실험 데이터의 고정주시 시간과 고정주시 
횟수를 주요 시선주시 특성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 결과 고정주시 시
간과 고정주시 횟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극물 제시 시간으로 매력도 평가 실험에서는 한 자극물당 4500 ms (4.5초), 매력
적인 1순위 선택 실험에서는 한 자극물당 5000 ms (5초)를 주었다. 눈의 움직임과 
시각적 주의와 관련하여 선행 시선추적 연구들에서 자극물 제시시간은 다양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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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9,40,51-53 Willis와 Todorov54은 얼굴의 매력도와 신뢰도 평가는 0.1초 내에서
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Henderson과 Hollingworth30,55는 관찰자가 사물
이나 장면을 볼 때 초기 2초 내에 정보를 주는 영역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어떤 장면을 볼 때 정보를 주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감지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얼굴 매력도는 최초 2초 내에 결정된다고 하였다. Sung 등56은 
시선추적 평가를 위한 시간이 길어지면 관찰자들의 불필요한 정보 탐색을 위한 눈움
직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6개의 얼굴 사진을 동
시에 본다는 점을 고려하여 4000, 4500, 5000, 6000 ms의 자극물 제시시간을 설정하
여 본 실험 전에 예비실험 (pilot study)을 시행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매력도 평가 
과제와 매력적인 1순위 선택 과제에서 각각 4500 ms, 5000 ms가 피험자들이 얼굴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결정되었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불필요한 
안구운동이 포함되는 양상이 나타나서 추가시간이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6장의 사진이 원형으로 배열되었으며, 위치와 배열순서에 
따른 시선주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6장의 사진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동일한 사
진을 이용한 3개의 랜덤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정지되어 있는 얼굴 이미지를 보고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 및 상대방의 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며40 이러한 
다양한 얼굴의 움직임이 매력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Saver와 
Ackerman57은 교정치료 계획에서 환자 기록 자료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촬영 
(digital videography)이 쓰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얼굴의 움직임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디오 영상을 제시하여 관찰자가 동적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 어떠한 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이트래킹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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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실제와 가까운 상황에서의 관찰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각 자극물은 부정교합이나 안면기형이 
없는 안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class I, class II, Class III 의 
안모형태에 따른 시선주시 특성의 차이와 일반인과 전문가, 얼굴매력도, 연령대에 따
른 시선주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시간의 매력도 평가 시의 무의식적인 시
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적극적인 탐색행위를 유도하여 
능동적인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는 점, 교정치료의 주요 대상 연령층인 20대 초
반의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기 얼굴에 대한 매력도 평가 시에 나타나는 시선주시 특성을 
관찰하여 타인 얼굴에서와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반면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는 모든 조건에서 측면 얼굴의 고정주시 시간은 가장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얼굴 매력도 평가 시 측면 얼굴은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주된 얼굴평면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정영역에서의 진단은 상당수 90° 측면 얼굴을 이용한 계측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본 실험을 통해 심미치료의 주된 환자층인 20대의 경우 얼굴 매력도는 측면 얼굴 보
다는 정면 얼굴과 30°-45° 내외의 회전된 얼굴에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얼굴 각
도에서 얼굴 매력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얼굴 심미
성에 대한 평가 시 기존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이용한 분석과 더불어 30°-45° 사이
의 안모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30°-45° 사이의 회전된 얼굴 
평면을 이용한 3차원 심미 분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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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자기 얼굴과 타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 얼굴 각도와 표정에 따른 시선주시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33명의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을 시행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반적인 얼굴 매력도 평가에서 타인의 무표정 얼굴을 관찰하는 경우 정면 얼굴
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인 반면, 자기 얼굴을 관찰할 때에
는 정면 얼굴과 15°-45° 사이의 회전된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선택하는 과제에서는 전반적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에 비해
정면 얼굴로의 고정주시 시간은 감소한 반면, 30°, 45° 얼굴에서의 고정주시 시간
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 타인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에는 같은 정면 얼굴이라도 무표정보다 웃는 얼굴에
서의 고정주시 시간이 높았다. 반면, 자기 얼굴의 매력도 평가 시에는 무표정 얼
굴과 웃는 얼굴에 대한 고정주시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는 모든 조건에서 측면 얼굴의 고정주시 시간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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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얼굴 매력도를 평가할 때 정면 얼굴과 더불어 30°, 45° 얼굴에서의 시
선주시 및 탐색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얼굴의 심미성을 관찰할 때에는 측면 얼굴
보다는 정면 얼굴과 함께 30°-45°의 얼굴에서 얼굴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얼굴의 심미성에 대한 평가 시 기존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이용한 분석과 더불어 30°-45° 사이의 안모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30°-45° 사이의 회전된 얼굴 평면을 이용한 3차원 심미 
분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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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tracking devices can be applied to measure unconscious eye movement 

objectively during facial recognition and the evaluation of facial prefer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articipant tasks to evaluate facial attractiveness 
by displaying facial photographs at various angles and with neutral and smiling 
expressions and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eye gaze during all these tasks by 
applying eye-tracking devices. 

We recruited 33 young adults (15 women, 23.3 ± 3.1 years; 18 men, 21.3 ± 2.4 
years) to participate in our eye-tracking experiment. Standardized facial 
photographs of neutral or smiling faces were taken at facial angles of 0°, 15°, 30°, 
45°, 60°, and 90° (set of six photos), where 0° is a centered frontal photo and 90°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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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teral profile, for the participants (self-face) and six additional models (others’ 
faces). For the first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by looking at the set of six photos of neutral or smiling faces in 
random order. For the second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ect the most 
attractive photograph from among the set of six photos of neutral or smiling faces. 
For the third task, the participants rated facial attractiveness after looking at 0°, 45°, 
and 90° photographs with a mixture of neutral and smiling faces (simplified mixed 
set). We monitored the eye-tracking system to detect the eye gaze of each 
participant during each task performance. The fixation time for each face during the 
evaluation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For the task of evaluating the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of others’ neutral 
faces, the 0° facial angle photos indicated the highest fixation time. However, 
in evaluating facial attractiveness of self-face, the fixation times of the photos 
taken at 0°, 15°, 30°, and 45° angles were similar (P >0.05). 

2. For the task of selecting the most attractive face using others’ neutral faces, 
the fixation time for the 0° facial angle decreased, while it increased for the 45° 
facial angle, in comparison to the evaluation of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P 
<0.001).  

3. For the task of evaluating the overall facial attractiveness using simplified 
mixed faces, the fixation time for the smiling face at a 0° angle wa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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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neutral face at a 0° angle in others’ faces (P <0.01), while it was 
similar in cases of self-face evaluation (P >0.05).  

4. For all these tasks, the photos of faces at a 90° angle indicated the lowest 
fixation time compared to the other faces. 

 
According to this study, faces at a 30-45° angle, as well as at a 0° angle, received 

greater attention when evaluating facial attractiveness, while faces at a 90° angle 
received the least attention based on eye gaze. In addition, greater attention was 
focused on faces at a 45° angle when participants had to select the most attractive 
fa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entation of faces at 0° and 30-45° angles 
may highly influence the perception of facial attractiv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Thus,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frontal and lateral profile evalu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evaluate faces rotated at 30-45° angles for the diagnosis of facial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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