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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이미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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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face images according to color of make-up was made by computer
graphic simulation. The various facial images can be helpful for choosing suitable make-up color planning. In order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face images by make-up color, three different foundations and seven eye-shadows, six lips were
applied on the round face model. Make-up Image Scale was used the scale of seven point modified the S-D method. Data
were analyzed by Varimax perpendicular rotation metho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ree-way ANOVA. As the
result of make-up image perception analysis, a factor structure was divided into mildness, modernness, elegance, unique.
The factor of mildness, modernness, unique affected on the foundation color. Foundation color was found out to be influ-
ential variable to distinguish color perception abilities. Also, the foundation, eye-shadow, lip color were influenced inter-
actively on the perception of elegance factor. Pink color was important color, influenced on the mildness factor. Gray and
purple color were influenced on the modernness factor. Mildness factor was perceived as the most bright foundation but
unique factor was perceived as the most dark foundation. Then, the foundation, eye-shadow, lip color were influenced
interactively on the perception of facial images. The result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oday’s marketing and color
design management which is focused on the product's emotional image in customer’s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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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이크업은 형태와 색채를 조화시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으로 외모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색채는 얼굴의 형태

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기능을 가짐으로서 대인관계에서의 인

상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얼굴의 매력성은 주어진 얼굴형태와 표정,

그리고 화장으로 결정되는데, 화장은 얼굴장식의 주된 행위로

서 선택된 화장색채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 특히 눈과 입술

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된다(大坊都夫, 1996).

국내의 메이크업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연희

(2001)는 패션트랜드의 유행예측색과 화장품의 상품색을 분석

하여 색채화장의 이미지 지각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선주(2000)

는 색의 3속성이 메이크업에 적용되는 효과와 20세기 패션사

의 유행색 및 패턴을 고찰하였다. 박연희(2002)는 다양한 색채

표현 재료와 상황에 따른 이미지 색채를 칼라 칩으로 제안하였

다. 이외의 연구논문들도 대부분 화장품 광고의 색채분석과 유

행색 연구에 관한 것이며, 메이크업의 색채이미지는 인물을 통

한 실물제작으로 섬세한 차이를 표현해야 하나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잡지사진이나 일러스트로 대치하는데 연구의 한

계점이 있다.

메이크업에 있어 조화로운 색채의 선택은 여성의 미적표현에

중요한 부분이며, 본인의 이미지 개선효과와 더불어 뷰티산업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얼굴형

과 메이크업 색채가 조합되어 얼굴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뷰티산업의 색채

컨설팅 연구자료 및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얼굴 이미지는 대인관계에서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Hassin·Trope, 2000), 특히 여성의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Adams, 1985). Davis

(1980)는 얼굴형을 계란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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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모형, 직사각형의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

적 특징을 설명하였고, 김경순(1995)도 얼굴형을 계란형, 장방

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의 7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얼굴형에 따른 메이크업 수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노효경(2001)은 얼굴의 유형과 구조에 따른 화장법을 제안하

였으며, 자신의 피부와 헤어, 눈동자 색상 등 본인이 가진 특

성들을 잘 살려 이를 메이크업과 접목시키면 개성적인 아름다

움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얼굴은 이미지를 좌

우하는 요인들의 형태 변화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2. 색채이미지

Kobayashi(1981)는 PCCS(Practice Color Coordination System)

에 의미미분척도법을 적용시켜, 색채의 정량화 작업을 통한 이

미지 스케일 방법을 개발하여, 모든 색채는 색상과 관련된 따

뜻한(warm)-차가운(cool), 명도에 따른 부드러운(soft)-딱딱한

(hard), 채도에 의한 선명한(clear)-탁한(grayish)의 요인을 가지

며, 이 중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요인이 색채판단의

기준축이 된다고 하였다. 

(주)IRI연구소(1997)는 한국인의 색채감성 척도개발과 색채기

호유형 추출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색채이미지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인은 부드러운-딱딱한, 동적인-정적

인 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색채를 판단하며, 연두, 분홍, 노랑

은 부드럽다, 검정, 파랑, 보라는 딱딱한, 빨강, 초록은 활동적

인 드리고 회색계통은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색채에

대한 감각은 빨강, 주황, 자주와 같은 빨강 계열에 대하여 보

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2.3. 메이크업에 의한 색채 이미지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은 지각을 통하여 지각되는 생리적 현

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따른 감

정도 다양하다(이윤주, 1992). 화장과 관계된 인상연구에서

Humid(1972)는 화장을 한 얼굴이 하지 않은 얼굴보다 더 좋은

인상을 형성하며, Graham & Jouhar(1985)는 화장의 유무 상

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 추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강진희(2003)는 색조화장에 있어 입술화장이 얼굴이미지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색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술모양의

유형별 교정 테크닉, 신체조건, 의상, 상황에 따른 입술화장표

현 등을 제안하였으며, 입술화장의 표현방법에 따라 얼굴이미

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경순(1999)는 피부색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하여 국외화장품 회사 브랜드에서 피부색과 어울리

는 메이크업 색상들의 마케팅 이론과 비교하여 보았다. 화장품

브랜드의 메이크업 색상은 warm tone과 cool tone의 분류로

같은 계열로 시술하며, 색상의 분류는 이미지와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색채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이미지를 표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메이크업 색채에 의한 얼굴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한다. 

연구문제 2.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을 비교 분석한다. 

3.2. 연구방법

첫째, 포토샵을 이용하여 둥근형 얼굴에 화장색(3), 아이샤도

우색(7), 립스틱색(6)로 변형시켜 조합시킨 총 75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고, 둘째, 얼굴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28개 형용사 쌍

의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고, 셋째,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2005년 2월 10일-18일에 대학원 이상의 메이크업 전공자 20인

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색채가 조합된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서 비교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3.3. 측정도구

실험얼굴형 선정 : 송미영·박옥련(2004)의 선행연구에서 얼

굴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둥근형(29.4%)이 가장 많으며,

긴 형, 역삼각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남원((1997)의 둥근

형(23.9%), 김진숙·이경화(2004)의 둥근형(29.2%)과 비슷한

결과이며, 이옥희·김정숙(2001)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얼굴

형은 둥근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유형

중 주요한 얼굴형인 둥근형 얼굴을 실험얼굴형으로 눈썹, 아이

샤도우, 입술의 형태를 변환시켜 메이크업 변화에 의한 얼굴이

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얼굴을 실험얼굴형으로 선정하였다.

Fig. 1은 실험얼굴형의 모델 사진이다.

메이크업 색 선정 : 본 연구의 메이크업 색은 강인애(2001),

이진숙 외(1999), 김영인 외(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으

며, 모니터의 색을 구현하는 모드 중 가장 일반적인 포토샵의

Fig. 1. 실험얼굴형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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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mode를 기준으로 색에 대한 정보는 Red, Green, Blue로

표시하였다. 

화운데이션색은 밝은톤(R253, G223, B195), 중간톤(R251,

G214, B184), 어두운톤(R202, G169, B251)의 3색으로 하였고,

아이샤도우색은 같은 계열의 2가지 색으로 핑크(R253, G148,

B154/ R255, G250, B252), 오렌지(R219, G91, B26/ R238,

G153, B88), 그린(R166, G170, B133/ R18, G67, B39), 블

루(R234, G250, B250/ R105, G150, B191), 브라운(R71,

G40, B22/ R107, G73, B48), 그레이(R56, G56, B56/ R187,

G187, B187), 퍼플(R161, G140, B169/ R94, G66, B115)의

7색으로 하였고, 립스틱색은 핑크(R233,G145,B157), 오렌지

(R220,G91,B26), 레드(R191, G18, B12), 브라운(R126, G60,

B48), 퍼플(R81, G19, B30), 누드(R232, G201, B181)의 6색

으로 하였다.

자극물 제작 : Fig. 1의 실험 얼굴형에 포토샵을 이용한 작

업으로 체형, 얼굴의 형태적 특성, 헤어스타일 등의 요인을 통

제하기 위해서 1가지 얼굴형에 3가지 화운데이션색(3)을 기준

으로 나머지 아이샤도우색(7)과 립스틱색(6)으로 변형시켜 조합

시킨 총 126개의 자극물 중에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 의해

부조화영역을 제외한 총 75개의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자극물

의 배경은 검정으로 처리하여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Fig.

2는 둥근형 얼굴에 화운데이션색과 아이샤도우색과 립스틱색이

조합되어 있는 자극물의 사진을 보여준다.

자극물 평가의 측정 도구 : 송미영 외(2005)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메이크업 색채에 의한 얼굴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

하여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형용사

선정은 선행연구자료와 얼굴의 문헌고찰 및 사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형용사의 빈도를 중심으로 얼굴이

미지의 시각적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예비조사 분석결과 신뢰도가 낮거나 요인을 분류

하는데 부적당한 문항을 제외한 총 28개 형용사 쌍으로 된 7

점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해서 화운데이션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화운데이션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

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얼굴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얼굴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두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8.89이다. 

제1요인은 10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0.2%를 설명하며 온유성

요인으로, 제2요인은 6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4.8%를 설명하며

품위성요인이라 하였다. 제3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9.2%

Fig. 2. 화운데이션·아이샤도우·립스틱의 조합 사진.

Table 2. 얼굴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구성 변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신뢰도

공통

분산(%)

요인1 청순한 - 요염한

부드러운 - 딱딱한

따뜻한  - 차가운

여성적인 - 남성적인

사랑스러운 - 사랑스럽지 않은

어려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 인위적인 

귀여운 - 성숙한

화사한 - 칙칙한

밝은 - 어두운

0.616

0.762

0.739

0.768

0.709

0.711

0.519

0.784

0.592

0.654

8.458 0.9076 30.208

온유성

요인2 세련된 - 촌스러운

보기좋은 - 보기싫은

고상한 - 천박한

편안한 - 불편한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우아한 - 우아하지 않은

0.688

0.690

0.657

0.599

0.809

0.723

4.151 0.8570 14.824

품위성

요인3 예리한 - 둔한

발랄한 - 점잖은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능력있는 - 무능력한

현대적인 - 고전적인

시원한 - 답답한

도시적인 - 전원적인

0.647

0.607

0.673

0.611

0.629

0.591

0.602

2.571 0.7817 9.181

현대성

요인4 화려한 - 수수한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강렬한 - 무난한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0.469

0.515

0.688

0.610

0.621

1.310 0.6753 4.677

개성

총설명력 5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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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며 현대성요인으로, 제4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9%를 설명하며 개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개차원의 신뢰도

는 요인1의 온유성은 .91, 요인2의 품위성은 .86, 요인3의 현대

성은 .78, 요인4의 개성은 .68로 모두 .68 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4.2. 화운데이션색과 아이샤도우색,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삼

원분류분산분석

메이크업 조합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운

데이션색, 아이샤도우색, 립스틱색을 3개의 독립 변인으로 삼

원분류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각각 한 가지 변인과 화

운데이션과 아이샤도우색, 화운데이션과 립스틱색, 아이샤도우

와 립스틱색의 두 가지 변인의 조합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세 가지 변인의 조

합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상호관련하여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4.3.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얼굴이

미지 지각분석

화운데이션색과 아이샤도우색을 고정시키고 립스틱색 변화

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에서 보면 메이크업 변환 전 원본 이미지는 제1요인

(온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

스틱색의 변화에 따라 요인별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둥근형 얼굴의 대표이미지인 온유한 이미지가 메이

크업 색채변환으로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운데이션 밝은 톤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른 얼

굴이미지 지각 비교에서 온유성요인은 아이샤도우와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샤도우색과 립스

틱색 모두 핑크일 경우 가장 높아졌다. 또한 아이샤도우색 변

화에 따라 립스틱이 핑크인 경우에는 특히 온유성요인이 높아

졌다. 이는 이진숙 외(1999)의 연구에서 ‘깔끔하고-여성스러운’

이미지는 아이샤도우와 립스틱 모두 핑크계열일 때 영향이 크

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품위성요인은 아이샤도우색이 그린, 퍼플일 경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아이샤도우색은 브라운과 퍼플, 핑크에 립스틱색

은 핑크와 브라운, 누드일 경우 가장 높아졌다. 

현대성요인은 아이샤도우 오렌지와 핑크일 경우 립스틱색 변

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아이샤도우색는 그레이와 퍼플 립스틱색은 레드와

퍼플일 때 가장 높아졌다. 

개성요인은 아이샤도우색은 그린일 경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전체적으로 개성요인이 매우 낮으며, 그 중에서 아이

샤도우, 립스틱색 모두 퍼플일 때 가장 높아졌다.

Table 5의 화운데이션 중간톤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화

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 비교에서 온유성요인은 아이샤도우와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샤도우

색은 보라와 오렌지일 때 온유성요인이 매우 낮아졌으며 립스

틱색은 핑크와 누드일 때 가장 높아졌다. 

 품위성요인은 아이샤도우색이 그린, 퍼플일 경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다. 아이샤도우색은 브라운과 그레이, 립스틱색은 핑크

와 누드일 때 가장 높아졌다. 이진숙 외(1999)의 연구에서 <품

위있는-귀족적인>이미지의 피부는 Medium, 아이샤도우는 Gray,

Brown, Red-Purple, 립스틱색은 Red-Purple, Brown으로 아이

샤도우와 립스틱색의 Red-Purple이 차이를 보인다.

 현대성요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샤도우색은

그레이, 립스틱색은 퍼플일 때 가장 높아졌다. 개성 요인은 모

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샤도우색은 그레이와 퍼플, 립스

틱색은 퍼플일 때 가장 높아졌다.

Table 6의 화운데이션 어두운톤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

화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 비교에서 온유성요인은 아이샤도우

Table 3.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삼원분

류분산분석표

구분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값

요인1

온유성

A 2 1506.303 753.151 47.63***

B 6 10094.699 1682.449 106.40***

C 5 42655.491 8531.098 539.51***

A * B 12 6559.753 546.646 34.57***

A * C 10 4547.710 454.771 28.76***

B * C 24 9703.803 404.325 25.57***

A * B * C 15 3896.494 259.766 16.43***

요인2

품위성

A 2 1246.391 623.195 80.60***

B 6 4628.979 771.496 99.78***

C 5 4640.124 928.024 120.02***

A * B 12 3443.592 286.966 37.11***

A * C 10 2345.734 234.573 30.34***

B * C 24 3924.470 163.519 21.15***

A * B * C 15 1146.841 76.456 9.89***

요인3

현대성

A 2 176.142 88.071 7.41***

B 6 2049.582 341.597 28.73***

C 5 461.330 92.266 7.76***

A * B 12 3048.109 254.009 21.37***

A * C 10 1622.147 162.214 13.65***

B * C 24 3938.363 164.098 13.80***

A * B * C 15 1849.147 123.276 10.37***

요인4

개성

A 2 118.512 59.256 8.60***

B 6 997.583 166.263 24.13***

C 5 1668.725 333.745 48.44***

A * B 12 1578.257 131.521 19.09***

A * C 10 310.493 31.049 4.51***

B * C 24 2686.366 111.931 16.24***

A * B * C 15 624.944 41.662 6.05***

A: 화운데이션색 B: 아이샤도우색 C: 립스틱 색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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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퍼플일 경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아이샤도우와 립스틱색은 모두 핑크일 때 높아졌다.

품위성요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샤도우색은

블루와 그레이, 립스틱색은 누드일 때 가장 높아졌다. 현대성

요인은 아이샤도우색이 퍼플일 경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한 전체적으로 현대성 요인이 매우 낮으며, 이는 화운데이션이

어두운톤일 때는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화로는 이미지 변신

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개성요인은 아이샤도우색이 그린, 오렌지, 핑크일 경우 립스

틱색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아이샤도우색은 브라운과 블루, 그레이이며

립스틱색은 레드, 퍼플, 오렌지일 때 가장 높아졌다. 

이진숙 외(1999)의 연구에서 <강렬한-도발적인>이미지의 피

부는 Medium, Dark일 때 립스틱은 Red, Orange-Yellow,

Red-Purple로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메이크업 색채에 의한 얼굴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얼굴형과 메이크업 색채에 따른 이미지 분석에서 요인 분

석은 온유성, 품위성, 현대성, 개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 화운데이션과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간의 상호관계 분석에

서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세 가지 변인은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상호 관련하여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3.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조합에 따른 얼굴이미

지 지각 비교 분석에서 온유성 요인은 화운데이션이 밝을수록,

아이샤도우와 립스틱색 모두 핑크색일 때 가장 높아졌다. 특히

Table 4. 밝은톤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 변화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 비교

구분 립스틱색 온유성요인 품위성요인 현대성요인 개성요인

화운데이션색(밝은톤) 아이샤도우색(브라운) 핑크 26.15(D) 19.15(C) 29.25(A) 20.10(B)

레드 49.75(A) 22.90(AB) 25.75(B) 18.30(C)

오렌지 35.20(C) 22.00(B) 26.90(B) 20.15(B)

퍼플 48.35(A) 23.55(A) 26.35(B) 18.50(C)

브라운 41.50(C) 18.95(C) 25.75(B) 22.50(A)

누드 33.40(C) 19.90(C) 28.70(A) 20.80(B)

F값 147.39*** 20.64*** 5.56*** 11.21***

아이샤도우색(블루) 핑크 34.55(A) 25.40(B) 24.65(B) 19.55(B)

퍼플 53.10(B) 29.65(A) 27.00(A) 18.85(B)

누드 35.70(B) 25.10(B) 25.30(B) 20.75(A)

F값 379.00*** 24.04*** 4.60* 5.87**

아이샤도우색(그린) 핑크 34.10(B) 22.45(A) 24.75(B) 17.60

브라운 50.75(A) 24.30(A) 30.95(A) 18.95

F값 224.35*** 3.36 37.20*** 2.08

아이샤도우색(그레이) 핑크 24.80(D) 19.95(D) 28.00(AB) 21.05(A)

레드 49.15(A) 25.25(B) 23.50(C) 18.35(B)

오렌지 40.75(B) 28.55(A) 29.85(A) 20.25(A)

퍼플 49.30(A) 24.35(B) 25.75(BC) 16.85(B)

누드 32.05(C) 21.35(C) 30.10(A) 21.45(A)

F값 125.33*** 57.68*** 9.86*** 9.72***

아이샤도우색(퍼플) 핑크 35.05(B) 19.40 29.45(A) 19.00(A)

퍼플 43.55(A) 21.00 22.05(C) 14.40(B)

누드 36.20(B) 20.30 25.75(B) 19.00(A)

F값 33.25*** 2.88 25.19*** 16.25***

아이샤도우색(오렌지) 레드 47.65(A) 33.20(A) 30.80 21.40(A)

오렌지 36.05(B) 26.10(B) 28.80 18.60(B)

F값 89.47*** 37.78*** 3.62 7.27*

아이샤도우색(핑크) 핑크 24.00(D) 19.30(C) 27.10 20.50(A)

레드 43.05(B) 28.60(A) 29.50 20.00(AB)

퍼플 45.75(A) 22.80(B) 27.60 18.55(B)

누드 27.80(C) 22.95(B) 28.05 21.30(A)

F값 219.28*** 35.54*** 2.71 4.75**

원본이미지 28.600 36.700 26.700 21.600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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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의 색채이미지가 이미지 지각에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품위성요인은 화운데이션의 톤 차이보다는 아이샤도우와 립

스틱색의 조화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현대

성요인은 화운데이션이 어두운톤에서는 아이샤도우와 립스틱색

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으며, 중간톤 이상일 때 높아졌

다. 그레이와 퍼플의 색채이미지가 이미지 지각에 많은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개성요인은 화운데이션색이 어두운 톤일수록 높아지며, 화운

데이션이 밝은톤일 때는 매우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에서 화운데이션색은 온유성, 현대성, 개성 요인

의 지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품위성 요인은 화운데이션,

아이샤도우, 립스틱색의 조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의 색채선택은 화운데이션이 가장 중요

하며 아이샤도우, 립스틱과 상호작용하여 미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유행예측색을 중심으로 한 색채 선정이 아닌 일

반적인 화장색에 근거한 자극물 제작으로 메이크업 색채에 따

라 얼굴의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

로서 메이크업 이미지 연출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둥근형 이외의

다른 얼굴유형에 대한 연구와 눈과 입술 외의 요인들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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