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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이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후천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먼저,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과 같이 색상의 기

본을 이루는 톤(ton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색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나누어 피부의 색, 머리카락의 

색, 눈동자의 색과 자기 자신이 기호하거나 좋아하는 것과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사계절 색채이론을 설명한다. 또한 

각 계절별 컬러의 특성도 살펴보도록 한다.

키워드: 어울리는 색, 톤, 사계절 색채 이론

I. 소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어

울리는 색(Color)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퍼스널 컬러’는 체계적

인 컬러코드 고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체 고유 색상(자신이 태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모발 색, 피부 색, 동공의 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말한다. 이 컬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어

울리는 넥타이 컬러와 섀도우 컬러, 블라우스 컬러 등을 알 수 있

다. 또한 퍼스널 컬러는 사계절로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어울리

는 이미지 변신도 가능하게 해준다. 
4계절 컬러에 대한 연구로는 다양한 컬러와 함께 매 시즌 출시

되며 크게 유행을 타거나 디자인적 조형성이 변하지 않는 피케 소

재 티셔츠의 컬러들을 추출하여 퍼스널 컬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하는 4계절 컬러 중 어느 계절에 어떠한 톤과 색상계열로 분포되

어 있는지를 조사 분석해보고, 의류 제품에서 퍼스널 컬러 적용의 

활성화를 제안한 연구[1]가 있다. 또한 사계절 컬러를 네일아트에 

적용한 애니멀 패턴에 관한 연구[2]도 수행되었다.

Ⅱ. 색채의 기본 톤

멋을 낼줄 아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

자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에 알맞는 어울리는 색을 찾아야 

한다. 어울리는 색을 찾으려면 우선 본인의 기본 톤을 알아야 어울

리는 색을 찾는데 성공할 수 있다. 기본 톤이란 다름이 아니라 본

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과 같이 색의 

기본을 만드는 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황색계 기본 톤과 청색계 

기본 톤으로 분류된다. 
황색계와 청색계로 나누는 기준은 황색계 인간은 노란색을 나

타내는 집단과 잘 어울리고 기본 톤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피부색

이다. 그리고 청색계의 인간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집단과 잘 어울

리고 기본 톤은 시원하느 느낌을 주는 피부색이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데 “사계

절 색채이론”을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스위스의 

화가이며 미술 교육가 겸 색채예술가 또는 색채학자인 요하네스 

이텐이 만든 방법이다. 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색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으로 분류하

고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기호, 성격 등에 의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론을 정립시켰다. 각 계절별 컬러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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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절별 컬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계절이 달라

질 때 본인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계절의 특징과 기의 

변화에 맞게 적절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하나의 

지혜가 될 것이다.

그림.1 계절별 컬러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 그림 1과 같다. 

(1) 봄

꽃이 피듯 선명하고 밝고 생기있는 색, 황색계열의 기본 톤, 노란색이 

들어가 있음, 밝고 깨끗한 가벼운 톤의 색, 칙칙하고 어둡지 않음, 
투명한 따뜻한 색, 청색은 노란색이 살작 들어간 선명한 색

(2) 여름

푸른색 바탕의 중간색, 차가운 파스텔 톤, 부드럽고 청색계열이 

들어가 있는 색, 청색계열의 기본 톤은 흰색과 빨강, 핑크가 들

어가 있는 베이지와 브라운, 그레이가 들어간 청색 등

(3) 가을

낙엽색, 풍부하고 어른스러운 색, 황색계열의 기본 톤, 따뜻한 

이미지, 깊은 컬러, 살몬 핑크와 같은 핑크, 무명실 같은 흰색

(4) 겨울

차갑고 선명한 색, 강하고 차가운 청색이 섞인 색조, 청색계의 

기본 톤, 흰색, 검정, 선명한 빨강색, 선명한 청색, 그레이 등, 
차갑고 맑은 깨끗한색

Ⅳ. 실험

실험은 1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입력 받았다. 결과적으로 기본 톤 체크 결과 황색계 기본톤은 

93%가 나왔고, 청색계 기본톤은 7%로 나왔다. 이것은 점점 서양

화 되어가는 우리의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계절별 컬러 체크 결과 봄은 노랑과 주황색 계통이 50% 이상

이고, 여름에는 파랑과 흰색 및 빨강이 50% 이상이며 가을은 황

색계열이 50% 이상이고 겨울은 청색, 빨강 검정이 50% 이상으로 

많았다.

Ⅴ. 결론

인간은 선척적으로 그리고 후천적 또는 인위적으로 누구나 본인

이 좋아하는 색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어울

리는 사계절의 색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피부 색, 머리

카락 색, 눈동자 색, 기호, 성격 등과 같이 색의 기본을 이루는 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인의 톤 또한 알아 보았다. 그리고 색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나누어 피부 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과 기호 및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사계절 색채이론을 살펴보

았다. 사계절 컬러의 특성도 알아 보았다. 우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외모와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자신이 강점으로 삼아

야 할 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결국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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