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니ture 
제 15 권 제 2 호, (2007. 4), pp.311 〜325

컬러 코디네이션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톤 변화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무채색 의복 착용자를 중심으로 -

정수진*

경 상대 학교 자연과학대 학 생 활과학부 의 류학전공

Effect of Tone Variation of Makeup and Clothing on Image in 
Color Coordination

-Focused on Achromatic Clothing Wearers'-

Su-Jin Jeong+

Dept, of Q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1. 15. 접수:2007. 3. 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yeshadow color(brown, purple), lipstick coloured, red 

purple, and yellow red), and lipstick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clothing style(fbrmal, casual), clothing 

tone(N9, N7, N4, N2) on image formation. Sets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7 point semantic) were used as 

experimental materials. The stimuli were 128 color pictures manipu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lipstick tone, clothing style, and clothing tone using computer simulation. The subjects were 768 

female undergraduates living in Gyeongnam-do.

Image factor of the stimulus was composed of 5 different components, attractiveness, stability, cute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In the 5 image components, clothing style and clothing tone showed independent effect. 

In the stability, cuteness and visibility, lipstick color showed independent effect. Eyeshadow color and lipstick tone 

influenced independently on the attractiveness, stability and visibility.

In the coordination of achromatic clothing with makeup face, attractiveness image by the coordination of lipstick 

tone with clothing tone, cuteness image by the coordination of lipstick tone with clothing style or clothing style 

with clothing tone, visibility ima응e can be produced by the coordination of eyeshadow color with lipstick color.

Key words: color coordination(컬己］ 코디네이션)' make叩(메이크업), achromatic 시othiHg(무채색 의복), image 

(이미지), 톤(t아闾.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변화해오고 있는데, 현대는 고

I . 서 론 도로발달된매스커뮤니케이션등에의한 정보화 사

회로 미에 대한 가치기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외 

미에 대한 가치 기준은 사회, 경저】, 문화, 관습 등 모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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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려 

고 녹력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연출을 통해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로 전달되길 원한다. 또한 외 

모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 

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매력적이고 개성있 

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의복뿐만 아니라 헤 

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과의 토털 코디네이 

션이 요구되고,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색은 의복 착용 

자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메이크업 색은 얼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표 

현하는 도구로서 의복의 색과 조화될 경우, 더욱 효 

과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다양 

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미지 연구에서는 눈과 입술 

화장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아이섀도와 립스틱 색상을 단 

서로 사용하여 메이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다양하 

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의복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로 의복 형태 및 색채와 관련된 연구들J』。) 에서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색은 

착용자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특히, 의복의 형태 및 색상을 톤 조합과 관 

련시킨 이미지 연구들"T© 에서 의복 색상의 톤 변 

화에 따라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밝 

혔다. 그리고 이정옥 외“), 박화순'8)의 얼굴색과 의 

복색을 관련시킨 연구를 통해 조화로운 배색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1)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이연희, ''색채 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구생활과학회지 

14권 IX (2005), pp. 1-11.
4) 정수진, 강경자, ''아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권 5호 (2006), pp. 69-78.
5) 차미승, “의복 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 이주현, 강혜원,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 

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1995), pp. 984-994.
7) 이웅휘,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分학회 

지 21권 6호 (1997), pp. 1060-1071.
8) 이혜숙, 김재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 I ) -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1998), pp. 597-606.
9) G. Winakor and R.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1987), pp. 40-48.
10) J. L. Thurston, S. J. Lennon and R. V. Clayton,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anl Vol. 19 No. 2 (1990), pp. 139-150.
11) 加藤雪技，“7方亏7人夕)衿夕)彳X，匚及^寸形態及I卢色效果,"纖維製品消費科學誌N成23 No. 4 (1982), 

pp. 159-164.
12) 石塚純子，加藤雪技，相山藤子，''各種^十"着裝彳/ X"日本家政學會誌V成38 No. 4 (1987), 

pp. 321-332.
13) 유금화,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4) 김윤경, 강경자, “의복 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호 (2003), pp. 

395-406.
15) 문주영, 강경자, “상 • 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16) 최수경,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 • 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与식 

문화연구 11권 4호 (2004), pp. 459-473.
17)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한국 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33권 2호 (1995), pp. 168-180.
18) 박화순,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 복식 52권 6호 (2002), pp.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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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색상과 톤에 따른 이미지 연구 및 얼굴 

색과 의복색을 관련시킨 이미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얼굴에 표현하는 색채 활동인 메이크업과 의 

복이 코디네이션된 착용자의 전체. 이미지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토털 패션의 경향이 강 

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의 코디네이션에 따른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 의복 착용 시 메이 

크업과 의복의 색상 및 톤과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이 

미지 차원을 밝히고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이미지 연 

출에 필요한 객관적 인 자료를 제시 하는데 목적 이 있 

다

U. 이론적 배경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색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 

간생활 모든 것이 색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 

도로 색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색채 

이미지는 경험에 의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연관이 이루어지는 색채 연상이나 서로 다른 두 가 

지 사항의 색의 유사성에 의해 관련되는 색채 상징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색채 각각이 주는 이미지뿐 

만 아니라 배색에 의해 매우 다른 이미지를 준다'气

메이크업 색상과 관련된 •이미지 연구로 윤소영的 

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요인을 호의 

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4개의 차원으로 

도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이 진할수록 매력성은 떨어 

지지만 여성다움의 인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연 

희2D의 트렌드에 따른 색채 화장의 이미지 지각 차이 

에서 색채 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 트렌드를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한 화장으로 지각하였고, 

입술 화장에 대한 이미지 지각에서 주황을 가장 지성 

적이고, 온화한 입술색으로, 펄분홍과 주황색은 어려 

보이고, 빨강색을 가장 독특하다고 지각하였다. 송미 

영 외”)는 얼굴의 형태적 특성인 얼굴형, 눈썹, 눈의 

형태, 입술의 형태적 특성 및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 

지 연구에서 이미지 요인을 온유성, 현대성, 품위성, 

사교성으로 분류하고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근거하 

여 메이크업으로 얼굴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음을 밝 

혔다. 이상의 연구에서 얼굴은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신체요소이며, 메이크업은 외모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얼굴 이미 

지 지각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그 색상과 색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미 

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데, 메이크업 시 가장 많이 활 

용하는 색조 화장품인 립스틱은 색뿐만 아니라 톤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며, 의상의 색과 공통된 

요소를 지닌 색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이미지에 통일 

감과 조화를 줄 수 있다.

의복 이미지는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나 

연상으로, 장은영, 이선재%는 의복 자체의 스타일과 

색상, 재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착용된 상태에서 

착용자의 특성과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 

라고 하였고, 김윤경, 이경희约는 의복을 대상으로 

하는 의복 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에 의해 형성된 

다고 하였다. 즉,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단서 

로는 색상, 소재,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복에 표현된 색상은 우선적으로 지각 

되는 시각적 요소로서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 

에서 심리 • 생리적으로 작용하여 색이 가진 이미지 

에 의해 의복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Winakor & Navarro®는 의복색의 명도(어두운, 중 

간, 밝은)와 의복 종류(드레스, 슈트, 스포츠웨어)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호감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의복

19) Holtzschue, 색채의 이해, 윤희수 역 (서울: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9), pp. 145-157.
20) 윤소영, Op. cit., pp. 33-44.
21) 이연희, Op. ciL, pp. 89-107.
22)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Op. cit., pp. 1-H.
23) 쟝은영, 이선재,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5호 (1994), pp. 

749-764.
24) 김윤경, 이경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드 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권 3호 (2001), pp. 204-210.
25) G. Winakor and N. Navarro, Op. cit., pp.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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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의 종류는 체계 

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Francois & 

Evans")는 대 인 지각 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 

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 스타일보다 의복 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무채색 의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 김영인”), 김 

미영28)의 의복 선호색 조사에 의하면 흰색에서 검정 

색에 이르는 무채색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색으로 무채색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Ikeda & Kono*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복식 색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요인을 활동성, 친근성, 사 

회성 요인으로 분류하고, 무채색은 활동성과 친근성 

요인에서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나, 사회성 요인 

에서는 검정이나 백색 등의 무채색은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미승”)은 의복색은 현 

시성과 성숙성 차원어), 의복 형태는 활동성과 편안 

성 차원에 더 영향을 미치며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박 

종희, 최재란, 류숙희")는 4종류 무채색으로 된 5종 

류의 의복 형태(H, A, V, X, O-Line)를 제시하여 색 

채에 의한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 

의 색채는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회색, 검정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 

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의복색은 배색 연출에 따라서도 다른 이미지를 

준다. 즉, 대조 배색은 귀여운 느낌을 주고 유사 배색 

은 무난하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을 주며 악센트 배색 

은 대담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유채색과 유채색 

의 배색은 귀엽고.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은 대담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무채색 

과 무채색 배색은 성숙하고 무난한 느낌을 준다32).

의복 스타일 및 색과 톤 조합과 관련된 인상연구 

에서 무채색보다 유채색이, 캐주얼 스타일보다 포멀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평가되었고 캐주얼 스타일은 

활동성 차원어】서, 유채색 의복은 현시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하 

의 색상과 하의 형태(스커트/팬츠)에 따른 캐주얼웨 

어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문주영, 강경자约의 연구 

의 외모 평가 요인에서 하의 형태가 스커트일 경우 

는 흰색을, 팬츠일 경우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대담성 요인에서는 상의가 흰색일 

경우 팬츠가, 검정일 경우는 스커트일 때 높게 지각 

되었다.

의복색과 얼굴색을 관련시킨 선행 연구로 이미정 

외%)의 연구에서 재킷(흰색, 검정)과 스카프 색(흰색, 

검정, 회색)의 명도 변화에 따른 얼굴 밝기의 착시실 

험 결과, 흰색 재킷에서는 스카프 색의 명도가 높아 

짐에 따라 얼굴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정옥 외地는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 

지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색 변화에 따라 동일 디자 

인의 의복이라도 의복이•갖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 

으며, 동일한 인물에 의복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요인은 평가

26) S. K. Francois and P. K. Evans,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t& Motor Skills Vol. 64 No. 2 (1987), pp. 383-390.

27)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 pp. 311-326.
28) 김미영, “일반색 •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8호 (2002), pp. 

1165-1176.
29) Ikuo Daibo, "화장행동의 사회심리학,''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꿘 3호 (2002), pp. 223-228.
30) 차미승, Op. cit., pp. 33-43.
31)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권 

8호 (2000), pp. 1177-1186.
32) 은소영,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3) 김윤경, 강경자, Op. cit., pp. 395-406.
34) 문주영, 강경자, Op. cit., pp. 111-122.
35)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pp.1287-1296.
36)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Op. cit., pp. 16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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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활동성, 조화성으로 추출되었으며, 무채색은 평 

가성과 조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화순”）의 

연구에서 개인 색채 유형에 따라 유형별 의복색 경 

향을 분석한 결과, 어울리는 의복색은 색의 온도감 

에 의한 특징보다 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따 

라 사용된 의복색 및 의복 스타일의 유형은 차이가 

있지만 사용된 의복색과 의복 스타일에 따라 착용자 

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의복색을 무채색으로 통제하여 무채 

색의 명도 변화에 따라 의복 스타일 및 메이크업 색 

이 코디네이션 될 때 어떤 이미지 차원으로 도출되 

며,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상호 관련 변인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i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 조합에 따른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메이크업을 한 20대 

여성의 의복 착용 전신사진으로 얼굴과 체형이 한국 

인 표준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선정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위한 표준형 얼굴 모델과 의 

복 착용을 위한 표준 체형 모델을 각각 따로 선정하 

였다.

메이크업 모델 선정을 위해 J 대학교 여대생 58명 

의 얼굴을 직접 계측한 결과의 평균치와 조용진通이 

제시한 한국인의 평균 얼굴을 참고로 평가집단（의류 

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고, 

의복 착용을 위한 표준 체형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J대학교 여대생의 키와 몸무게를 계측한 평균치와 

사이즈코리아39）에서 발표한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자료 중 20대 여성 평균치（키: 159.7cm, 몸무게: 

52.9kg）를 참고로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이상 

적인 체형에 근접하는 1명의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 

다.

메이크업의 아이섀도 색상은 색채가 갖는 속성 

중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 한난색과 중성색인 갈색, 

보라, 파랑을 선정하여 선행 연구에서 실험 연구하였 

으나, 한색인 파랑 아이섀도는 얼굴 이미지 평가에 

서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계절의 영향에 많이 좌우되는 색상으로 

간주되어 제외시키고, 본 연구에서는 아이섀도 색상 

으로는 갈색과 보라 아이섀도로 한정하였다. 입술 

화장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립스틱 색상 중 가 

장 기본 색상인 빨강을 기준으로 색상환에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 자주 3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기 

본 색상과 유사 색상으로 립스틱 색상을 구분하여 

조합시켰다. 즉, 갈색 아이섀도에 기본 색상인 빨강 

립스틱과 유사 색상인 주황 립스틱을, 보라 아이섀도 

일 경우는 기본 색상인 빨강 립스틱과 유사 색상인 

자주 립스틱을 사용하여 각 립스틱 색상을 채도는 중 

간으로 고정하고 명도를 변화시켜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입술 화장 색상을 선 

정하였다. 피부색은 선정된 모델의 피부색과 한국인

37） 박화순, Op. cit., pp. 15-24.
38）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낯, （서울: 사계절출판사, 1999）. pp. 62-64.
39） “성인연령별 표준체형,'' 사이즈코리아 [2006년 1월 3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 

sizekorea.ats.go.kr/
40） 김희선,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가권 2호 （2002）, pp. 

107-110.
41） 한보현, ''성 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메 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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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피부색을 참고로 하여⑶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눈썹은 회갈색으로, 아이라인 

은 검정색으로 하였으며, 눈썹과 입술의 형태는 표 

준형으로, 메이크업 질감은 매트하게 하고 메이크업 

의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또한 자극물을 평가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앞머 

리를 뒤로 빗어 넘겨 뒤에서 묶은 형으로 하였다.

의복은 의복 유형이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의 포멀 스타 

일과 캐주얼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각 스타일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복 유형을 패션잡지에서 3가지 

씩 선택하여 평가집단（의류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 

생）에거】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포멀 스타일은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형 재킷에 무릎아래 길이의 타 

이트 스커트 차림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카디건에 

팬츠 차림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은 무채색을 

명도 변화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흰색, 밝은 회 

색, 어두운 회색, 검정으로 선정하였다. 자극물의 립 

스틱과 의복에 사용한 색상과 톤은 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 

며〈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선정된 아이섀도 색상으로

〈표 1〉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Sl) 다크 
(dark)

빨강
(red)

5R4/14 5R8/6 5R5/6 5R2/6

자주
(purple)

5RP4/12 5RP8/6 5RP4/6 5RP2/6

주황 
(orange)

5YR6/14 5YR8/4 5YR5/4 5YR2/4

무채
(neutral) N9 N7 N4 N2

먼저 눈 화장을 하고 립스틱 색상과 톤을 변화시켜 

가면서 화장을 시 켜 각각 Disital Camera Canon Power 

Shot-G2로 촬영하였고, 선정된 포멀 스타일과 캐주 

얼 스타일을 착용하게 한 후 촬영하여 Photoshop 7.0 

program에 이미지를 입력시켜 메이크업한 얼굴사진 

과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맵핑시켰다. 다음으로 한 

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 

하여 수정한 후 자극물 사진은 메이크업한 얼굴에 

의복을 착용한 전신사진으로 8시6으로 하여 Epson 

R210에서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아이섀도 색 

상 2가지와 립스틱 색상 2가지（기본, 유사）, 립스틱 

톤 4가지, 의복 스타일 2가지, 의복 톤 4가지를 조합 

하여 만든 총 128개로 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아이섀도 색 2가지（갈색, 

보라）, 립스틱 색상 2가지（기본: 빨강, 유사: 주황, 자 

주）, 립스틱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 

스타일（포멀, 캐주얼）, 의복 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5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 subject） 

설계로 이루어졌다. 5가지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128개의 자극물을 6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 

였으며,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무선배 

치 되었다.

3） 의미 미분 척도

메이크업과 의복색,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를 

파악할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 

48）에서 사용된 형용사쌍 이외에 의류학전공 3, 4학년 

으로 구성된 40명의 학생들에게 자극물 사진을 보여 

주고 자유기술식으로 표기하게 한 후 메이크업과 의 

복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 

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2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

42) 최영훈,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1990). p. 104-105.
43) S. J. Sweat and M. A. Zentner,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rance styles. In M.R. Solomon(ed.), The psychol

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1985).
44) 김윤경, 강경자, Op. cit.„ pp. 395-406.
45) 윤소영, Op. cit., p. 34.
46) 이연희, Op. cit., p. 87.
47) 김복숙,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6.
48) 정해선, 강경자,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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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인상 평가 어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 

가집단（의류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에거】 검토케 

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7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한 28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메이 

크업된 자극물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 

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 

정적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 

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768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과, 피부미용과 등 

관련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6년 3〜4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메이크업 색, 의복 스타일, 의복 톤 

에 따른 이미지 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 

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 

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이미지 요인별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 

하고 5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메이크업 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메이크업 색과 의복 스타일 및 무채색 의복의 명 

도 변화에 따라 코디네이션시켜 제작한 총 128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 차원을 밝히기 위해 28쌍의 형 

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 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이어• 도출되었 

다. 즉 메이크업 색상 변화와 의복 스타일 및 무채색 

의복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는 매력성, 안정성, 귀염 

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표 2〉와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9.7%로 5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매력 

있는-매력 없는,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멋있 

는-멋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촌스러운, 보 

기 좋은-보기 싫은, 자연스런-어색한, 품위 있는-품위 

없는, 아름다운추한 의 9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 

어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깨끗한-지저분한, 단정한-단정하지 않 

은, 안정된-불안정한,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여성스 

러#여성스럽지 않은 의 5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 

어 안정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밝은-어두운, 화사한-칙칙한, 어려보이 

는-나이들어 보이는, 명랑한-명랑하지 않은, 발랄한- 

점잖은, 현대적인-고전적인 의 6개 형용사쌍으로 구 

성되어 귀염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12.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 4는 강렬한-은은한, 강한-약한, 눈에 띄는-눈 

에 띄지 않는, 독특한-평범한, 대담한-소심한, 요염한 

-청순한의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2.1%로 나타났 

다. 현시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정해선, 강경자“）의 

인상차원 중 주의집중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연희而의 독특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감성적인-이성적인의 2 

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이라 명명하 

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5.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 

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 

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는 

매력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보기좋고 아름답고 자연 

스럽고 품위 있고 아름답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정성 요인에서는 깨끗하고 단정하며 안정되고 정 

숙하고 여성스럽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밝고 화사하고 어려보이고 명랑하고 발 

랄하고 현대적으로 지각됨을 의미하며, 현시성 요인 

에서는 강렬하고 강하고 눈에 띄고 독특하고 대담하 

며 요염하게 지각됨을 의미하며, 온유성 요인에서는

49) Ibid., pp. 460-471.
50) 이연희 Op. cit.,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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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메이크업과 무채색 의복의 톤 및 의복 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원

매력성 안정성 귀염성 현시 성 온유성 h2

매력 있는-매력 없는 0.775 0.123 0.208 0.224 0.031 0711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0.761 0.165 0.340 -0.019 0.065 0.727

멋있는-멋없는 0.760 0.109 0.078 0.153 0.154 0.643

좋아하는■싫어하는 0.758 0.101 0.282 -0.046 0.087 0.674

세련된-촌스러운 0.757 0.212 0.250 0.102 -0.020 0.692

보기 좋은-보기 싫은 0.726 0.389 0.184 -0.079 0.081 0.725

자연스런■어색한 0.619 0.298 0.10 -0.136 0.234 0.566

품위 있는-품위 없는 0.601 0.434 -0.176 0.032 0.129 0.598

아름다운추한 0.598 0.369 0.270 0.017 0.075 0.572

깨끗한•지저분한 0.200 0.772 0.244 -0.008 -0.062 0.699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0.192 0.763 -0.070 -0.097 -0.018 0.635

안정된-불안정한 0.375 0.748 0.029 -0.137 0.027 0.72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0.228 0.723 -0.110 -0.150 -0.017 0.609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0.147 0.595 0.243 0.033 0.381 0.58

밝은-어두운 0.066 0.166 0.833 -0.047 0.151 0.751

화사한.칙칙한 0.258 0.153 0.750 0.119 0.149 0.688

어려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0.383 -0.027 0.645 -0.042 0.096 0.574

명랑한-명랑하지 않은 0.392 -0.105 0.614 0.169 0.175 0.601

발랄한-점잖은 0.211 -0.240 0.559 0.208 0.245 0.519

현대적인-고전적인 0.343 0.292 0.502 0.202 -0.099 0.505

강렬한-은은한 0.050 -0.052 -0.058 0.807 -0.157 0.684

강한-약한 0.014 0.130 -0.119 0.796 -0.107 0.676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0.043 -0.071 0.356 0.692 0.109 0.625

독특한-평범한 -0.033 -0.238 0.274 0.671 0.101 0.593

대담한-소심한 0.232 -0.111 0.091 0.666 0.167 0.546

요염한-청순한 -0.004 -0.057 0.009 0.655 -0.023 0.432

따뜻한-차가운 0.322 0.042 0.114 -0.094 0.729 0.659

감성적인-이성적인 0.044 0.017 0.289 0.065 0.709 0.593

고유치 5.52 3.59 3.54 3.40 1.55 17.60

전체 변량의 % 19.73 12.83 12.63 12.12 5.53 62.84

공통 변량의 % 31.40 20.41 20.10 19.30 8.79 100.00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 

된 5개의 이미지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62 8%로 나타났고, 이중 매력성 요인 차지하는 

비율이 31.4%이며, 안정성, 귀염성, 현시성 요인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메이크업 색상과 의복색상 및 

의복 스타일의 코디네이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출 

된 이미지 차원별 용어의 신뢰도 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8개 형용 

사쌍에 a=.86로 용어들은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고 

도출된 이미지 요인들은 매력성, 안정성, 귀염성, 현 

시성, 온유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신뢰도 계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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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92, .83, .83, .82, 51으로 나타났다.

2. 메이크업 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 

상, 립스틱 톤, 의복 톤, 의복 스타일에 따른 변화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5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다중 분류 분석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 및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은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 

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 효과를 보면 단서가 의복 톤과 의복 스타일인 경우 

는 5가지 요인 모두에서, 단서가 아이섀도 색과 립스 

틱 톤인 경우에는 매력성, 안정성, 귀염성, 현시성에 

서, 단서가 립스틱 색상인 경우에는 안정성, 귀염성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 톤과 

의복 스타일은 5가지 이미지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장 중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 및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적 

인 상호작용 효과를〈그림 1〜5〉에 나타내었다.

1) 매력성

매력성 차원을〈표 3〉에서 보면 아이섀도 색, 립 

스틱 톤, 의복 스타일, 의복 톤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치며 그 중에서도 의복 스타일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 값에 근거한 

eta 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섀도 색

〈표 3> 메이크업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매력성 안정성 구 염성 현시 성 온유성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尸값

평균 

제곱합
F값

아이섀도 

색상(A)
10.549 11.468** 20.434 22.049*** 2.917 4.462* 9.991 12.279*** .296 .305

립스틱 

색상 (B)
.098 .107 18.887 20.380*** 3.438 5.258* 11.402 14.013*** .004 .004

주효과 립스틱 

톤 (C)
7.794 8.472*** 2.439 2.632* 3.073 4.700** 40.465 49.732*** .309 .318

의복 

스타일 (D)
33.781 36.723*** 17.887 19.301*** 14.620 22.358*** 16.652 20.465*** 8.417 8.665**

의복톤但) 16.336 17.758*** 8.100 8.740*** 139.374 213.152*** 23.519 28.905*** 9.344 9.620***

AxB .278 .302 .507 .547 .240 .367 4.785 5.881* 2.500 2.574

AxC .293 .319 .203 .219 1.368 2.092 1.735 2.132 .589 .607

AxD .148 .161 2.209 2.384 .129 .197 .175 .216 .405 .417

AxF 1.754 1.906 1.670 1.802 .693 1.060 .305 .375 1.686 1.736

2원 상호 BxC 1.133 1.232 .562 .607 1.093 1.672 .967 1.189 .784 .807

작용효과 BxD 1.605 1.745 1.114 1.202 1.913 2.926 3.861 4.745* .520 .535

BxE .588 .639 2.253 2.431 .960 1.468 .486 .597 1.247 1.283

CxD .054 .059 .528 .570 3.482 5.325** 1.032 1.268 1.209 1.244

CxE 2.788 3.030** 1.615 1.743 1.012 1.548 1.169 1.437 .791 .814

DxE 1.412 1.536 1.688 1.821 3.716 5.684** .200 .246 1.686 1.736

MC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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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요인 마 력성 안정성 염성 현시 성 온유성

변량원

평균 

제곱합
而

평균 

제곱합
7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아이 새도 

색상

갈색

보라

.08

-.08 .08

.13

-.13 .13

-.04

.04 .04

-.09

.09 .09

-.01

.01 .01

립스틱 

색상

기본색

유사색

.01

-.01 .01

.12

-.12 .12

-.05

.05 .05

-.09

.09 .09

.01

-.01 .01

립스틱 

톤

Vvid 

Light 

DuU 

Dark

-.11

-.15

.23

.02 .15

-.02

-.02

.13

-.09 .08

.14

.01

-.02

-.12 .09

.21

-.34

-.24

.37 .30

-.02

-.02

.04

.00 .02

의복 

스타일

포멀 

캐주얼

-.15

.16 .15

.11

-.11 .11

-.11

.11 .11

.11

-.12 .12

-.07

.07 .07

의복톤

N9

N7

N4

N2

-.13

-.17

.03

.27 .17

.21

-.06

-.13

-.02 .13

.89

.01

-.45

-.47 .55

-.02

-.33

.03

.33 .23

-.01

.20

.00

-.19 .14

Multiple R2

Multiple R
.167
.409

155
394

406
637

254
504

.120

.346

은 갈색이고 립스틱 톤은 덜, 다크 톤일 때, 어두운 

회색과 검정 캐주얼 스타일 착용 시 더욱 매력적이 

고 세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톤과 의복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비비드, 라이트 톤 립스틱 

을 바를 경우, 의복이 흰색과 밝은 회색이면 매력적 

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의복이 검정일 경

〈그림 1>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톤과 

의복 톤의 상호작용효과. 

우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립스틱 

톤이 덜 톤일 경우는 검정〉흰색〉밝은 회색 순으로 

매력 있고 보기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립스틱 톤 

이 다크 톤일 경우는 어두운 회색과 검정색 의복 착 

용 시 매력적이고 멋있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검정색 의복 착용 시 립스틱 톤 

에 관계없이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하였 

으며, 덜 톤 립스틱을 제외하고는 흰색 또는 밝은 회 

색 의복과 립스틱 톤이 코디네이션될 경우 매력적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검정색 의복을 착용하거나 덜 톤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안정성

안정성 차원을〈표 3〉에서 보면 아이섀도 색, 립 

스틱 색상,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 의복 톤의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아 

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의복 스타일이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 값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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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ta값을 통해 주 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섀도 

색이 갈색일 때 깨끗하고 단정하고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립스틱 색상은 기본 색상인 빨강 립스 

틱에 립스틱 톤은 덜 톤일 때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 

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의복은 포멀 스타일이고, 흰 

색일 때 가장 깨끗하고 안정되며 정숙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메이크업 및 의 

복 단서들은 각각 독립적인 단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서들 간의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귀염성

귀염성 차원을〈표 3〉에서 보면 아이섀도 색, 립 

스틱 색상,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 의복 톤의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의 

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복 톤은 가장 귀염성 차원에 두드러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 

한 eta값을 통해 주 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섀도 

색이 보라이고 립스틱 색상은 유사 색상인 자주 립 

스틱에 덜 톤일 때 밝고 화사하고 명랑하고 어려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은 흰색과 밝은 회색의 

캐주얼 스타일일 때 밝고 화사하고 어려보이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귀염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톤과 의복 

스타일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그림 2〉에서 살펴보 

면 다크 톤 립스틱과의 코디네이션을 제외한 캐주얼 

스타일이 포멀 스타일보다 귀 염성 차원에서 높게 평

It d dk

〈그림 2〉귀염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 

과 립스틱 톤의 상호작용 효과. 

가되어 밝고 화사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 

다. 반면에 포멀 스타일은 4가지 립스틱 톤과의 코디 

네이션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귀염성 이미지에는 

립스틱 톤보다 의복 스타일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그 

림 3〉에서 살펴보면 의복의 톤 변화에 따라 의복 스 

타일 간에는 대체로 일관된 차이 방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의복 스타일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 

으나 무채색 의복의 명도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여 흰색일 경우 의복 스타일에 상관없이 포멀, 캐주 

얼 스타일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밝고 화사하고 어 

려보이고 명랑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밝은 

회색 의복 착용 시에는 캐주얼 스타일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멀 스타일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어두운 회색과 검정색 의복일 경우는 의 

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 어둡 

고 나이들어 보이며 점잖고 고전적인 이미지로 평가 

하여 의복 스타일보다 의복 톤에 의한 영향이 더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무채 

색 의복 착용 시 밝고 화사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 

출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톤보다는 흰색이나 밝은 회 

색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현시성

현시성 차원을 표 3에서 보면 아이섀도 색, 립스 

틱 색상,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 의복 톤의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립

점수

N9 N7 N4 N2

〈그림 3> 귀염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 

과 의복 톤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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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톤이 가장 지배적인 단서로 나타났다.〈표 3> 

에서 MCA의 편차 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 효 

과의 영향력을 보면 아이섀도 색은 갈색 아이섀도보 

다 보라인 경우가 립스틱 색상은 유사 색상인 자주 

립스틱, 립스틱 톤은 비비드, 다크 톤인 경우에 강렬 

하고 대담하며 독특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보다 

포멀 스타일이 현시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며, 의복 

톤은 덜, 다크 톤일 때 강렬하고 독특하고 대담해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섀도 색과 립 

스틱 색상간의 상호작용 효과를〈그림 4〉에서 보면 

립스틱 색상이 기본 색상인 빨강 립스틱일 경우는 

아이섀도 색상 간의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지만, 유 

사색일 경우는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립스틱 

색상이 기본색이면 아이섀도 색에 상관없이 부정적 

인 이미지로, 립스틱 색상이 유사색이 주황일 경우 

는 갈색 아이섀도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라 

아이섀도를 하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 

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수수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연출할 때는 갈색 아이섀도에 주황색 립스틱을, 강 

하고 독특하며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는 

보라 아이섀도에 자주색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효과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 색상과 의 

복 스타일 간의 상호작용효과를〈그림 5〉에서 보면 

의복 스타일이 포멀할 경우, 립스틱 색상에 따라 현 

시성에 대한 이미지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캐주

점수

已| 人 曰 •새 •사 기본 유사 덤一 rro

〈그림 4>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섀도 색 

과 립스틱 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 

과 립스틱 색상의 상호작용 효과.

얼일 경우는 립스틱 색상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가 

크게 차이를 보였다. 즉, 포멀한 스타일에는 립스틱 

색상이 기본이거나 유사색상 중 어느 것이라도 강렬 

하고 대담하고 독특하여 눈에 띄는 현시적인 이미지 

로 지각되지만 유사색의 립스틱이 보다 더 현시적인 

미지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캐주얼한 의복에는 유사 

색의 립스틱을 사용할 때 현시적인 이미지를 주고 

기본색 인 빨강 립스틱을 하면 은은하고 평범 하고 수 

수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5) 온유성

온유성 차원을〈표 3〉에서 보면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 효과의 영 

향력을 보면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일 때 의 

복 톤은 밝은 회색이나 어두운 회색일 때 따뜻하고 

감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 조화에 따 

라 다양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메이크 

업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차원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서로 사용된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 의복 톤, 의복 스타일에 따른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떠한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8쌍의 형용사를 요인 

분석하여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이들 중 어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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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 의복 톤, 의 

복 스타일에 따른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 

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매력성, 안정성, 귀염성, 현시 

성, 온유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어 선행 연구M）의 

메이크업 한 얼굴 이미지 차원과 차이를 보여 메이 

크업한 얼굴에 어떤 색의 의복이 코디네이션 되느냐 

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함을 시사 

하였다.

둘째,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 의복 톤, 의 

복 스타일이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지 차원 

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매력성 이미지는 의복 스타일 

과 의복 톤이, 안정성 이미지에는 아이섀도 색, 립스 

틱 색상, 의복 스타일이, 귀염성 이미지에는 의복 톤 

이, 현시성 이미지에는 립스틱 톤이, 온유성 이미지 

에는 의복 톤과 의복 스타일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 

용하였다.

매력성 이미지에는 아이섀도 색, 립스틱 톤, 의복 

스타일과 톤이 영향을 미치고 립스틱 톤과 의복 톤 

이 상호 관련되어 지각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검정색 의복은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에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덜 톤 립 

스틱과 조합될 때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안정성 이미지는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색 아이섀도에 덜 톤 빨 

강 립스틱, 흰색의 포멀 스타일일 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이미지는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 

을 미치며, 립스틱 톤과 의복 스타일,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톤보다 의복 

스타일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다크 톤 립스 

틱과의 조합을 제외한 캐주얼 스타일일 때 귀염성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고, 어두운 톤보다 흰색이나 

밝은 회색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밝고 화사하고 귀 

여운 이미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시적 이미지에도 5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 

향을 미치며 립스틱 톤이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립스 

틱 색상과 의복 스타일은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 

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쳤는데, 보라 아이섀도에 유 

사계열의 자주 립스틱과 조합될 때 현시적인 이미지 

가 강한 것으로, 갈색 아이섀도에 주황 립스틱 이 조 

합될 때는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캐주얼 스타일에 유사색 립스틱이 

조합될 경우는 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기본 

색인 빨강 립스틱은 은은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지각 

하여 캐주얼 스타일 착용 시에는 립스틱 색상이 어 

떤 색인지에 따라서 현시적인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립스틱 색상은 의복 착용자의 작은 부분 

을 차지하지만 현시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 

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온유성 이미지는 의복 스타일과 의복 톤이 독립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캐주얼 스타일에 

라이트와 덜 톤일 경우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메이크업한 얼굴과 무채색 의복을 코디 

네이션 할 경우, 매력성 이미지는 립스틱 톤과 의복 

톤의 코디네이션, 귀염성 이미지는 립스틱 톤과 의 

복 스타일을 코디네이션 시키거나 의복 스타일과 의 

복 톤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연출할 수 있고, 현시성 

이미지는 아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립스틱 색상 

과 의복 스타일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연 

출할 수 있다. 또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 의복 스타일과 톤이 

독립된 정보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지각단계에서 이 

들 정보들의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므 

로 메이크업 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메 

이크업한 얼굴 이미지 또는 무채색 의복 이미지를 

따로 지각할 경우와는 다르게 된다. 이는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심 특성과 주변 특성이 있음을 의 

미하고 각각의 단서들이 주는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는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 

지해준다.

본 연구는 토털 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 

51) 정수진, 강경자, Op. cit., pp. 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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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메이크업과 의복 색 및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한 무채색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중심으 

로 분석한 자료는 각 이미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배색방법을 제시하여 컬러 코디네이션 및 이 

미지 컨설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가자가 여대생으로 한정되어 연 

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고, 자극물 

선정 시 다양한 의복색과 의복단서를 다루지 못하였 

으며 헤어스타일과 헤어색 및 관련 변수를 제한하였 

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미영 (2002). "일반색 •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 

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8호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구의류학회지 27권 1호.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 스타일 색, 톤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권 支호

김윤경, 이경희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드 이 

미지.，，한국의류산업학회지 3권 3호.

김희선 (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2호.

문주영, 강경자 (2003). "상 • 하의 배색과 하의형태 

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구의류학회지 18 

권 3호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 

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구의류 

학회지 24권 8호

박화순(200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 

색 경향.” 복식 52권 6호.

사이즈코리아 (2003). http://sizekorea.ats.go.kr/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 

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구생 

활과학회지 14권 1호.

유금화 (2002),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

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 

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은소영 (2000),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 부산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 

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헤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이연희 (2001), “색채 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 

치는 영향 -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웅휘, 강경자 (1997).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 

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권 6호.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 

굴색과 의복 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 

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구의류학회지 19권 

6 호.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I) -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장은영, 이선재 (1994).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 

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구의류학희지 18권 5 

호.

정수진, 강경자 (2006), “아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 

정학회지 44권 5호.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유 

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8권 3/4호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낯 서울: 사계절출판 

사.

차미승 (1992). “의복 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최수경, 강경자 (2004).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 • 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324

http://sizekorea.ats.go.kr/


제 15 권 제 2호 정 수진 133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최영훈 (1990). 색채학개론, 미진사.

한보현 (2003).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메 

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oltzschue (1999). 색채의 이해. 윤희수 역. 서울: 도 

서출판 미술문화.

Daibo, Ikuo (2002). “화장행동의 사회심리학."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4권 3호

Francois, S. K. and P. K. Evans (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 

orin응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Vol. 64 No. 2.

Sweat, S. J. and M. A. Zentner (1985). Attribution to

ward female appe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Thurston, J. L., S. J. Lennon and R. V. Clayton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

nomics Research Jouranl Vol. 19 No. 2.

Winakor, G. and R. Navarro (1987). “Effect of achro

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5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加藤雪技(1982). 衿SM X/叫二及^

寸一形態及^色0)效果.”纖維製品消費科學誌23 

券4號.

石塚純子，加藤雪技，梧山藤子(1987). “各種 

着裝4 ><、丿”日本家政學會誌38券 

4號.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