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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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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attributes of face by measuring the shape and features
of face. The faces of women in 20’s were taken by digital camera and measured, then it has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SPSS for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The findings are that it is consisted of six(6) different
factors and it is responsible for 73.93%. In Factor 1 and Factor 2, it has explain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the shape of face. The result on cluster analysis is that it is classified into 5 groups and it is as follows. Attributes of each
group is that Group 1 has a wide and long forehead, small and longish chin-line and chubby cheeks that represent polished
and modern images, while Group 2 has small and longish forehead and chin-line that represent classical and mature
images. On the other hand, Group 3 has a narrow forehead, small and longish chin-line and upward-style eyebrows that
represents provocative images, whereas Group 4 has a shaped style that represent intellectual images and Group 5 has
small and longish forehead and chin-line and cheekbones that represent polished and cu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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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

출이 많아지면서 메이크업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남성

또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는 얼굴만으로 국적, 성별, 연령, 성격, 교육정도, 능력

정도까지 대충 짐작한다. 사람은 얼굴에서 많은 정보를 캐내는

능력이 있고(조용진, 2002), 언어 이외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나 TV, 영상매

체의 발달로 특히 외적인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자신의 피부색상이나 헤어스타일, 의상 등에 맞는 개성 있

는 화장법을 연구하고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화장법이 발

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상학에 따른 메이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형태심리학자들은 아름다운 얼굴이란 세세한 부분이 아닌 특

정 순간에 경험하는 전체 패턴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잡힌 미인에

기준을 두면서도 개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위해 개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

며 이미지구축은 바로 자신의 용모와 개성에 자신감을 갖는 일

로부터 시작되며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얼굴의 이미지구축이란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언

제 어디서나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그 능력

을 배가시켜 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개별적으로 잠재하고 있

는 내면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켜 줌으로서 활동력 있고 자신

감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을 의미

한다.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주체의 이미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희, 2002).

그래서 각자의 이미지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얼굴의

세부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얼굴의 세부적인 형태를 분

석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방법을 파악 할 수 있고

더 나은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연출방법을 박연희(2002)는 내추럴, 클리어, 프리티,

스포티, 클래식, 로맨틱, 페미닌, 엘리전트, 글래머러스, 고저스의

10가지 이미지의 효과적인 메이크업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상학과 관련한 메이크업의 수정, 보완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나 얼굴형태와 이목구비를 분석해서 얼굴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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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한 것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대

의 여성의 얼굴을 계측해서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군집화 된 얼굴의 특성을 분석하여 20대의 여성의 얼굴의 유

형을 제시 한 후, 제시된 얼굴의 유형에 알맞은 이미지연출 방

법을 조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동향

2.1. 얼굴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얼굴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

미지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사람

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얼굴의 이목구비일 것이다. 그러

므로 얼굴의 조형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얼굴의 조형성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제이다. 

수치적으로는 인간의 얼굴의 평균길이는 18.6 cm, 넓이는

12.95 cm이고, 이 얼굴에서 눈이나 입을 수정하기 위해 아주

미세한 변화만 주어도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수 있다. 그

리고 얼굴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형태는 눈과 코 그리고 입이

며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형태는 턱과 뺨, 이마이고 이 형태의

생김새에 따라 얼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다(권경애, 2000). 이렇듯 얼굴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호감을 주는 인상은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상학적으로 좋게 변모된

얼굴모습을 연출해보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김현희, 2002).

얼굴인상과 재인의 관련연구에서 김효선(2003)은 인상과 얼

굴의 물리적 특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인상이 얼굴의

재인과 지각적 유사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인

상이 얼굴 생김새를 표상하는 심리적인 구조로 유용하게 사용

되어 얼굴정보를 처리할 때 인상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박수진 외(2001)의 연구에서는 얼굴의 감성어휘를

2차원 감성공간에 위치를 선정해 합성함으로 감성에 영향을 주

는 얼굴의 조형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시화시켜 얼굴의 감성

어휘와 얼굴의 물리적 특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

국 청년들의 안면의 인상을 얼굴의 계측을 통해 분석 설명하고

있다. 남성적인 남자는 얼굴이 크고 길며 코가 넓고 턱과 입이

크며, 여성적인 여자는 얼굴이 작고 코가 좁고 입과 턱이 작은

것으로 남녀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턱의 크기와 돌출

의 정도라고 한다(박종섭 외, 1989).

김수동(2001)의 연구는 색다른 방향에서 얼굴유형별에 따른

구매에 관련한 연구를 하였다. 즉 얼굴의 유형에 따라 승용차

의 구매 시 선호하는 색상의 톤이 사각형은 밝은 톤, 원형은

화려한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분야에서도 인체는 항상 흥미로운 소재나 주제로 다루

어지며 종전에는 인체비례체계는 인간의 형상을 미적으로 이상

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에 따

라 윤관현(2003)은 한국인의 옆얼굴을 계측을 통해 한국인의

얼굴비율을 제시하고, 서양인과의 얼굴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얼굴의 조형적 분석은 이미지 메이킹과 메이크업 영역

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연희(2002)는 얼굴의 구조

즉 여러가지 형태, 크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눈썹, 눈, 코 입

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곳에 메이크업으로 자신의 이미지

를 상황에 맞게 표현해서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개운의 관상을 토대로 얼굴의 조형요소인 이

목구비와 얼굴의 형태별로 분석해서 나쁜 인상을 좋은 관상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신수현, 2003).

2.2. 얼굴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한 가지 형태보다는 복합적인 형

태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에 어떤 얼굴의 형태라

고 구분 짓기 위해서는 얼굴형태의 기본이 되는 형태들로 분류

할 수 있다. 이혜성(2003)은 여성의 얼굴유형을 긴 얼굴, 둥근

얼굴, 사각형 얼굴, 역삼각형 얼굴, 삼각형 얼굴,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피부미용과 헤어스타일을

위한 얼굴분석을 목적으로 했던 신지현(1999)도 얼굴형을 달걀

형, 사각형, 원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장방형으로 분

류하였다. 또한 김현희(2002)의 연구에서는 계란형, 둥근형, 역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긴형, 사각형으로 분류하여 얼굴 형태별

특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테크닉을 제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얼굴의 유형을 연구한 방법 중에

Kamata식 안면분석은 얼굴에 실려 있는 힘을 체크함으로서 6

가지 형태의 얼굴을 분석한다. 분류방법은 Table 1과 같다. 얼

굴에 힘이 집중되어있는 이마, 눈, 코, 입의 4곳을 중심으로 힘

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해서 얼굴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

다. 이마에 집중된 힘은 주름이나 뾰루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고 눈에 집중된 힘은 두통을 일으키고 코나 입에 집중된 힘

은 호흡을 얕게 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눈, 코, 입의 위치에 따라 내심력(內心力)

얼굴, 외심력(外心力)얼굴, 상심력(上心力)얼굴, 하심력(下心力)

얼굴, 상방심력(上方心力)얼굴, 하방심력(下方心力)얼굴로 분류

한다. 

무엇인가에 집중하거나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의 힘의

방향이 중앙으로 몰려있어 이목구비가 중앙에 모인 형태의 얼

굴을 내심력얼굴, 실망이나 힘이 빠진 상태가 계속되면 힘이 밖

으로 향하게 되어 이목구비가 바깥으로 분산된 형태를 외심력

얼굴이라고 한다. 두뇌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이마에 힘이 집

중되어 이목구비가위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얼굴을 상심력얼굴,

인내를 계속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이빨을 꽉 깨문 형태로 이목

구비의 힘이 아래쪽으로 치우친 하심력얼굴이라고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얼굴의 이목구비의 끝 방향이 위로 올라간 형

태의 상방심력얼굴이 나타나고, 비관적인 사람은 얼굴이 밑으

로 처진 형태로 이목구비의 끝 방향이 아래로 처진 형태의 하

방심력얼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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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일반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120명의 정면얼굴사진을 수집하였다. 그중

표정이 있는 사진과 방향이 다른 사진을 제외한 97장의 사진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6월 2

일부터 2004년 6월 7일에 걸쳐 이루어 졌다. 수집된 자료는

계측과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얼굴형태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계측항목간

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얼

굴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3.2. 얼굴 계측항목

수집된 자료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트레싱 페이퍼를 이용해

서 얼굴윤곽, 눈썹, 눈, 코와 입 부위를 그려낸 후 계측을 실시

하였다. 얼굴 인상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계측항목을 김

효선(2003), 윤관현(2003) 등의 연구에서 계측점 15개 항목과

연구자가 얼굴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 눈가기준가로길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입가기준가로길이,

이마가로길이 4개 항목을 추가해서 19개의 계측항목을 바탕으

로 해서 계측하였다.

계측항목은 얼굴세로길이, 이마세로길이, 코길이, 입술두께,

턱길이, 눈세로길이, 눈썹세로길이, 눈두덩이길이, 얼굴가로길이,

눈썹길이, 눈길이, 코너비, 입술길이, 눈썹사이길이, 눈사이길이,

눈기준가로길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입기준가로길이, 이마가

로길이의 총19개 항목이다. 

4. 결과 및 논의

4.1. 얼굴계측항목간의 요인분석

얼굴의 조형적인 특성인 얼굴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1. Kamata식 안면분석

이상적 내심력 외심력 상방심력 하방심력 상심력 하심력
 

 

(출처 : http://www. kamata-juku.co.jp)

Fig. 1. 얼굴계측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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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성분법을 사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수는 1.0이상에서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변량의 73.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요인1에서는 눈기준가로길이, 얼굴가로길이, 광대뼈기준가로

길이, 입기준가로길이, 이마가로길이로 나타났고, 요인2에서는

이마세로길이, 눈가로길이, 얼굴세로길이 나타났으며, 요인3에

서는 눈썹길이, 눈썹두께, 눈썹사이길이로 나타났다. 요인4에서

는 눈두덩이길이, 코길이로 나타났고, 요인5에서는 입술두께,

눈사이길이, 코너비로 나타났으며, 요인6에서는 턱길이, 눈세로

길이로 나타났다.

요인1과 요인2를 살펴보면 각 구성요인들이 얼굴전체의 가

로항목과 세로항목으로 얼굴의 윤곽을 설명하는 요인들로써 얼

굴의 형태를 분류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기준가로길이가 커지면 사각형의 얼굴형태가

될 수 있으며, 광대뼈기준가로길이에 따라서 마름모형태의 얼

굴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얼굴세로길이와 이

마길이의 수치에 따라 긴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3에서 눈썹의 형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되

어 얼굴에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얼

굴구조에서 눈썹은 메이크업, 분장분야에서는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는형의 아아치형 눈썹의 형태는 성

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눈썹의 길이와 두께의 수

치가 커지면 눈썹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4에서는 눈두덩이길이는 눈썹과 눈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눈두덩이길이가 길어지면 코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

어 어리숙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요인5에서는 얼굴에서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입술두께가 얇고 눈사이길

이가 좁은 얼굴인 경우에는 약간은 소심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의 소유자로 보여 진다. 요인6에서도 턱길이가 길면 눈이작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어 강한 이미지로 보여 진다. 

분석결과 얼굴의 구성요인에서 요인1과 요인2에서 얼굴의 형

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에서는 얼굴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얼굴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얼굴의 구조를 알아 보기위해 19개 얼굴항목을 계측해서 얼

굴세로길이항목과 얼굴가로길이항목의 유의성을 파악하고자 상

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얼굴세로길이

항목에 상관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이마세로길이, 코길이, 턱길

이, 눈썹세로길이, 눈두덩이길이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눈세로길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얼굴이 긴 경우에 이마가 길어지고 코가 길고 턱이 길

어지며 눈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가로길

이항목에서는 코너비, 입술길이, 눈썹사이길이, 눈사이길이, 이

마가로길이, 눈길이, 눈썹길이, 눈기준가로길이, 입가기준가로길

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얼

굴이 넓어질수록 코가 크며 입이 커지고 미간이 넓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4.3. 얼굴의 군집화

계측된 얼굴을 분류하기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나타났고, 각 군집의 로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 군집에 대한 계측항

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Scheffe의 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분류된 군집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1

은 헤어라인은 각지고 이마는 넓고 길며, 턱 선은 갸름하면서

짧은 형태로 나타나며 볼이 통통한 편이다. 눈썹은 두터우면서

숱이 많고, 눈이 크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코는 약간 길며 콧

망울은 작은 편이고, 입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턱 선이 갸름

하고 눈의 형태가 크며 눈썹이 진하게 나타나 현대적이며 세련

된 이미지가 나타나므로 ‘현대적인 얼굴’로 군집을 명명하였다.

군집2는 헤어라인은 곡선적이고 이마는 길며, 턱 선은 갸름

하면서 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눈썹은 보통의 두께로 숱이

적은 편이고, 코의 길이는 길면서 콧 망울 이 큰 편으로 나타

나고, 입은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마와 코 길이가 길고

턱 선이 갸름하게 나타나서 고전적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

나서 ‘성숙한 얼굴’로 군집을 명명하였다.

군집3은 헤어라인이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이마 폭이 좁

고 턱 선은 갸름하고 긴 형태로 나타났다. 눈썹은 가늘고 숱이

적으며 눈매가 상승형 형태이고, 코의 길이는 약간 짧고 콧 망

울도 작은 편이다. 입은 두꺼우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턱 선

이 갸름하고 눈과 눈썹이 상승형으로 도발적인 이미지가 나타

Table 2. 얼굴계측항목간의 요인분석

요인 계측항목 요인부하값 고유값 전체변량의%

요인1 눈기준가로길이

얼굴가로길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입기준가로길이

이마가로길이

입술길이

.929

.928

.919

.800

.642

.411

7.37 38.80

요인2 이마세로길이

눈가로길이

얼굴세로길이

.847

.645

.625

1.74 9.15

요인3 눈썹길이

눈썹두께

눈썹사이길이

.826

.612

-.541

1.55 8.19

요인4 눈두덩이길이

코길이

.831

.571
1.25 6.60

요인5 입술두께

눈사이길이

코너비

.852

.548

.418

1.10 5.82

요인6 턱길이

눈세로길이

.788

-.611
1.02 5.36

전체설명률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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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도발적인 얼굴’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헤어라인은 원만한 곡선이거나 각진형이며 턱 선은

각진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눈썹은 약간 두꺼우면서 눈썹사

이 간격이 넓으며, 코는 짧고 콧 망울이 작은 형태이고, 입은

약간 큰 편이다. 이마와 미간이 시원스럽게 넓고 턱 선이 각진

형태로 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서 ‘지적인 얼굴’로 명명하였다. 

군집5는 헤어라인이 갸름하고 턱 선도 갸름한 형태로서 광

대뼈가 돌출된 형태이다. 눈썹은 두껍고 진한 형태이고 눈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코의 길이가 길고 콧 망울은 작고, 입은 약

간 큰 편으로 나타난다. 이마와 턱 선이 갸름하고 눈이 선명해

Table 3. 얼굴계측항목의 상관관계

항목
이마
세로

길이

코길이
입술
두께

턱길이
눈세로
길이

눈썹세
로길이

눈두덩
이길이

얼굴
가로

길이

눈썹
길이

눈길이 코너비
입술
길이

눈썹사
이길이

눈사이
길이

입기준
가로

길이

눈기준
가로

길이

이마
가로

길이

광대뼈
기준

가로길이

얼굴세로길이 .606** .588** .353** .424** .107 .402** .303** .673** .271** .502** .602** .469** .271** .490** .528** .645** .458** .688**

이마세로길이 1.000 .235* .067 .083 .080 .105 -.014 317** .093 .338** .295* .197 .234* .245* .115 .303** .242* .306**

코길이 1.000 .150 -0.22 .272** .322** .398** 584** .194 .406** .500** .364** .369** .431** .314** .616** .457** .566**

입술두께 1.000 .031 -.010 .218* -.064 .180 .257* .201* .258* .218* .032 .349** .130 .130 .319** .200*

턱길이 1.000 -.149 .125 .254* .183 -.004 .205* .159 .156 -.077 -.019 .416** .161 .076 .224*

눈세로길이 1.000 .214* -.080 .220* .323** .233* .145 .139 .114 .221* -.027 .228* .197 .235*

눈썹세로길이 1.000 .089 .371** .414** .327** .381** .359** .015 .328** .273** .343** .225* .384**

눈두덩이길이 1.000 .244* -.022 .032 .224* .158 .212* .199 .293** .254* .155 .263**

얼굴가로길이 1.000 .321** .424** .574** .505** .287** .531** .742** .981** .625** .980**

눈썹가로길이 1.000 .271** .360** .104 -.317** .355** .193 .296** .193 .291**

눈가로길이 1.000 .396** .410** .120 .262** .223* .414** .366** .405**

코너비 1.000 .582** .295** .577** .460** .529** .421** .554**

입술길이 1.000 .291** .370** .456** .460** .412** .505**

눈썹사이길이 1.000 .370** .083 .297** .319** .293**

눈사이길이 1.000 .348** .482** .486** .500**

입기준가로길이 1.000 .704 .407** .734**

눈기준가로길이 1.000 .628** .971**

이마기준가로길이 1.000 .616**

*p<.05  **p<.01

Table 4. 군집의 특성 

군집특성
군집1

현대적인얼굴

군집2

성숙한얼굴

군집3

도발적인얼굴

군집4

지적인얼굴

군집5

귀여운얼굴

자극물 
                             

윤곽 헤어라인:각진형

이마:넓고긴형

턱선:갸름한형

볼이 통통함

헤어라인:곡선형

이마:긴형

턱선:갸름하고 긴형

헤어라인:갸름한형

이마:폭이좁은형

턱선:갸름하고 긴형

헤어라인:각진형

이마:넓은형

턱선:각진형

헤어라인:갸름한형

턱선:갸름한형

광대뼈돌출

눈썹 두껍고 숱이 많다 보통의 두께로 숱이 적다 가늘고 숱은 보통이다 간격이 넓다 두껍다

눈 크다 작다 상승형 간격이 넓다 크다

코 약간 길고 

콧망울은 작은편

길고 콧망울은 크다 짧고 콧망울은 작다 짧고 콧망울은 작다 약간길고 콧망울은 크다

입 작다 약간 크다 약간 크다 도톰하고 크다 약간크다

Kamata식 분류내심력 얼굴 내심력 얼굴 외심력 얼굴

상방심력 얼굴

외심력 얼굴 내심력 얼굴

이미지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고전적인 

성숙한 이미지

도발적인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세련되고 귀여운 이미지

분포n(%) 22(23) 8(9) 25(25) 2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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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련된 귀여운 이미지로 나타나 ‘귀여운 얼굴’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군집의 요인과 계측항목 간에 관계를 살펴보면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으로 구성된 요

인1과 요인3에서 가장 크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얼굴의

형태를 분류하는 중요한 항목인 요인1의 얼굴가로길이와 광대

뼈기준가로길이 항목 등이 군집4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주로 얼굴의 형태 중에서 얼굴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요인2에서는 이마세로길이 항목이 군집5에서 정적인 관

계를 나타내며, 얼굴에서도 이미지를 좌우하는 눈썹의 형태를

나타내는 요인3에서는 눈썹사이길이 항목이 군집3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요인4, 요인5에서는 군집1, 군집3, 군집4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성분법을 사용

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얼굴

을 구성하는 요인이 6개의 요인으로 73.92%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 얼굴의 구성요인에서 요인1과 요인2에서 얼굴의 형태

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에

서는 얼굴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얼굴의 형태와 윤곽, 코의 형태, 미간의

상태 등이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얼굴의 계측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얼굴세로

길이항목에 상관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이마세로길이, 코길이,

턱길이, 눈썹세로길이, 눈두덩이길이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눈세로길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얼굴가로길이항목에서는 코너비, 입술길이, 눈썹사이길

이, 눈사이길이, 이마가로길이, 눈길이, 눈썹길이, 눈기준가로길

이, 광대뼈기준가로길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군집 분석의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화 된 얼굴의 유형을 살펴보면, 군집1은 이마는 넓고 길며, 턱

선은 갸름하면서 짧고, 볼이 통통한 편으로 주로 세련되고 현

대적인 이미지로서 현대적인 얼굴, 군집2는 이마와 턱선이 갸

름하면서 긴편으로 고전적인 성숙한 이미지로서 성숙한 얼굴,

군집3은 이마폭이 좁고 턱선이 갸름하고 눈썹이 상승형으로 도

발적인 이미지로서 도발적인 얼굴, 군집4는 이마와 턱선이 각

형으로 지적인 이미지로서 지적인 얼굴, 이마와 턱선이 갸름하

고 광대뼈가 돌출된 형태로 세련되고 귀여운 이미지로서 귀여

운 얼굴로 군집화 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대적인 얼굴은 박연희(2002)

의 연구에서 세련되고 총명한 엘리전트 이미지와 부합되는 것으

로, 성숙한 얼굴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페미닌 이미지와, 도발

적인 얼굴은 활동적이며 섹시한 스포티 이미지와, 지적인 얼굴은

고급스러우며 도도한 고저스 이미지와, 귀여운 얼굴은 따뜻하고

귀여운 프리티 이미지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군집된 유형의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

을 위한 활용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마는 넓고 턱

선은 갸름하면서 볼 살이 있는 현대적인 얼굴형인 경우 생머리

스타일의 헤어와 밝은 컬러를 활용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어울

리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마가 길고 갸름한 성숙한 얼굴형은 굵은 웨이브 스타일의 헤어

 
Table 5. 얼굴군집과 계측항목요인간의 관계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F-value

요인1 -1.002

c

0.573

a/b

0.423

a/b

0.906

a

0.060

b
44.54***

요인2 0.160

a/b

-0.973

b

-0.226

a/b

-0.017

a/b

0.359

a
3.03*

요인3 0.050

b

-0.430

b

1.491

a

-0.465

b

0.026

b
8.42***

요인4 0.245

a

-1.040

b

0.403

a

0.371

a

-0.176

a/b
3.70**

요인5 -0.283

a/b

-1.023

b

-0.602

a/b

0.303

a

o.383

a
5.16***

요인6 0.071

a/b

-0.443

b

0.868

a

-0.353

a/b

0.136

a/b
2.79*

*p<.05 **p<.01 ***p<.001

Table 6. 얼굴군집과 계측항목간의 차이

계측항목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5군집 F-value

얼굴세로길이 8.336

b

7.917

c

8.738

a

8.736

a

8.694

a/b
16.205***

이마세로길이 2.695

a/b

2.483

b

2.563

a/b

2.736

a/b

2.784

a
3.113*

코길이 2.868

a/b

2.717

b

2.963

a

3.082

a

2.997

a
6.360***

입술두께 0.773

a/b

0.683

b

0.775

a/b

0.859

a

0.874

a
4.649**

눈썹두께 0.327

a/b

0.250

a

0.425

a

0.345

a/b

0.332

a/b
3.809**

얼굴가로길이 5.995

c

6.383

b

6.662

a

6.732

a

6.423

b
47.657***

눈썹길이 1.918

b

1.850

b

2.175

a

1.932

b

1.994

a/b
3.960**

코너비 1.623

a/b

1.567

b

1.725

a

1.732

a

1.706

a
5.276**

입술길이 1.977

a/b

1.883

b

2.175

a

2.186

a

2.129

a/b
4.419**

눈썹사이길이 1.155

a/b

1.083

b

0.975

b

1.432

a

1.168

a/b
8.002***

입기준가로길이 4.941

c

5.200

b/c

5.575

a

5.414

a/b

5.281

a/b/c
10.892***

눈기준가로길이 1.964

c

6.367

b

6.588

a/b

6.718

a

6.387

b
29.630***

이마가로길이 4.968

c

5.167

b/c

4.875

c

5.718

a

5.387

b
29.630***

광대뼈기준가로길이 5.968

a

6.383

c

6.625

a/b

6.718

a

6.387

b/c
47.41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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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마를 부드럽게 가려주며 브라운 계열의 새도우를 활용한

메이크업으로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이마가 턱 선이 각진 지적인 얼굴형인 경우 볼륨 있는 헤

어스타일과 각진 얼굴을 둥근형태의 눈썹으로 표현해서 부드럽

게 표현하고 모노톤의 메이크업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마가 좁고 갸름하면서 눈썹이 강한 도발적

인 얼굴형은 짧은 커트 헤어 스타일과 약간 짙은 메이크업으로

도발적인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얼굴이 갸름하

면서 광대뼈가 돌출한 귀여운 얼굴형은 긴머리 웨이브에 핑크

계열의 새도우를 이용한 메이크업으로 귀여운 이미지로 연출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 이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20대로 한정되어 한국여성

의 얼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얼굴 형태의 변형이 오는 시기인 30대, 40

대 까지 확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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