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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에 따른 컬러테라피의 피부관리 적용방법의 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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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practical appliance of color therapy to skin care. After visiting the notion of color therapy
and skin care, this study considers the ideas and background theories for diagnosis of constitution and skin. Cosmic duals
force five element theory developed in China was the first introduction; Ayurvedic medicine and seven chakra notion are
examined. Cosmic duals force five element theory, an idea describing the composition and movement rule of the cosmic
components, adopted five colors(white, yellow, red, blue, and black) for cure purposes. In future, mental effect of the color
is examin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study. The practice of the color therapy assigns solarized cream treatment and photo
therapy, simultaneously proposes the use of color therapy to the skin care. For the diagnosis of the constitution, cosmic
duals force five element theory and ayurvedic medicine are followed in a sequence. Cosmic duals force five element the-
ory introduces five colors. Constitution medicine considers four types, ayurvedic medicine adopts three types, and seven
colors are mentioned as chakra colors. Such a variations lead to possible disagreement on constitution analysis and driven
colors. This study adopts the above methodologies for selecting potential color therapy for skin care. Adopt of selected
cases are purely a part of the proposal. Initially, examined theories serve as a pilot for selecting a representative hypoth-
esis. Followed selection of constitution and matched color for the use of the skin care are the scope of this study. In sum-
mary, background methodologies are implemented for the calculation of colo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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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컬러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빛과 함께 인간의 감각을 자극

하는 중요한 자연물로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컬러를 이용하여 대체의학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컬러테라피’에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컬러

치료에 대한 학문적 자료와 체질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도 유

효한 컬러테라피의 방법론을 피부관리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심리치료 면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컬러테라피

를 실질적인 에스테틱 분야, 특히 피부관리 측면에서 적용 가능

한 방법의 예로 제언해보려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들에

대해 고찰하고, 그 속에 내재된 컬러테라피적 효과들을 살펴본

다. 이에 음양오행론과 사상체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아

유르베다 체질론과 차크라의 순으로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분

석한다.

둘째, 피부관리에 있어 컬러테라피의 적용 부분으로, 실제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컬러테라피의 방법론을 살펴본다. 셋째, 피

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실제적인 컬러테라피의 응용 방

법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체질론들이 피

부 진단의 근거를 제공해주며 기존에 나와 있는 컬러테라피의

방법론들과 결합하게 된다. 그리하여 피부 관리시에 구체적으

로 사용 가능한 적용방법의 예로 상정하고자 한다.

2. 컬러테라피의 배경이 되는 이론

2.1. 음양오행론과 오색의 치료효과

음양오행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고대 철학사상이다.

음양학설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음적(陰的)인 면과 양적(陽

的)인 면을 공유한다고 보는 시각으로, 이 음과 양은 상호의존

(相互依存), 상호소장(相互消長) 및 상호전화(相互轉化)의 관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성질이 공존한다고 상정하고, 이것을 음과 양이라는 속

성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음양설이다(김창민, 2000).

또한 모든 사물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라는

다섯 가지 성질이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 것이 오행설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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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과 서로를 소멸시키는 상극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장기로 그

컬러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만물 구성의 이치는 사람에게

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양오행론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 성질

에 따라 사람의 기질, 체형, 체질별 특징을 분류한다(김대원,

2006).이것은 피부의 특징으로도 연결된다. 음양오행의 체질별

피부의 특징, 관련 장기 그리고 오색에 따른 치료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2. 사상체질론에 따른 체질별 분류와 특징

한편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조선 말엽 동무(東武) 이제마

(1837-1900) 선생이 발표한 학설로서, 사람은 장부허실이 각기

다른 네 가지 체질로 구분된다는 체질의학 이론이다. 이제마는

이들 사상을 체질과 결부시켜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으로 구분하였다. 사상의학의 가

장 중요한 의의는 임상에 기초하여 이룩한 독창적인 체질감별

법이라는 것이다. 즉 각각의 체질은 장부의 구조적 차이로 인

해 정신과 육체에 제각기 특징으로 나타나며 체형과 성격, 그

리고 피부의 특징들을 형성한다. 사상체질론은 체형별 체격과

인성 및 체질의 특성까지 규정하고 임상적인 데이터로 연결시

킴으로써 진일보된 체질론의 면모를 보인다. 또한 체형별 분석

법이 쉽고 증상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상체질의 특징을 정리하

면 Table 2와 같다(백승현, 1995).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에서는 음양오행론과 사상체질을 이

론적 배경으로 살핌과 동시에 체질별 컬러를 고찰하였으며, 그

Table 1. 음양오행(陰陽五行)체질별 피부 특징과 오색(五色)의 치료효과

체질 피부의 특징
관련 장기
 오     색 

치료효과

목형
기미, 닭살, 넓은 모공, 튼 살, 정맥류, 

피부탄력 저하의 문제
간, 담
 청색

방부제 성질, 혈액정화, 
백혈구 생성도움, 해독작용,
신경과민 증상개선, 

 시신경 보호, 안구염증치료

화형

 열성 여드름, 부종,
건조성 예민, 상체 비만,
가슴의 비대 등의 문제

심장, 소장
적색

혈액순환 활성화, 중풍,
감각신경 자극, 원기 회복,
심장병 개선, 정맥자극,
이뇨작용, 원기회복, 빈혈,

토형

피부 처짐과 복합성 피부,
습열성 피부염, 주름이

 많고, 각질이 많은 문제

비장, 위장
황색

각성작용, 소화제기능,
담즙의 흐름 자극, 
간질환 개선 

금형

볼이 예민하고, 실핏줄이
보이며, 턱의 여드름과
상완의 비대 등의 문제

폐, 대장 
백 색

심리적으로 긴장 완화,
혈압과 맥박 수 증가

수형

  색

피부노화, 피지 막 형성
의 불량, 눈가 주름과

색소침착, 부종에 의한 비만 등흑

신장, 방광
흑색

신장 기능 강화, 부종 개선

출처 : 김대원(2006)의 내용 정리

Table 2.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체질별 특징

 요인\체질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장부기능 폐대간소 비대신소 간대폐소 신대비소

 체격 보통 보통 큰 편 작은 편

 체형
하체보다

상체발달 
하체보다

상체발달

상체보다

 하체발달
상체보다

  하체발달

 얼굴형 네모 타원형 둥근형  타원형

 이목구비
이마가 넓고, 눈은 작지만

광채가 남
뾰족한 턱
날카로운 눈

뚜렷한 윤곽,
두터운 입술

오밀조밀, 얇은 입술,
온화한 인상

 피부 두께 얇고, 건조함
주름 많고, 각질 많고, 

건조함

두께 두껍고, 모공 크고,
피지 많음

부드럽고,
모공이 작음

 성격
사교적, 독선적,
두뇌 명석

활동적, 유머 있음,
지구력 부족 

침착, 활동적,
끈기 있음

내성적, 자기 중심적,
 추진력 부족

출처 : 백승현(1995)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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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3. 아유르베다 체질론

아유르베다는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체계를 확립시킨 인

도의 전통의학이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선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

체(Body)와 정신(Mind)과 영혼(Soul)의 복합된 존재로 다루며,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치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마하리시 미

헤시 요기, 2005). 한의학에서는 모든 생명력이 기(氣)에서 태

동하여 음과 양의 조화로써 유지된다고 보는 것에 비해, 아유

르베다는 생명력이 프라나(Prana)에서 나오며 인간을 하나의 작

은 우주로 보고 에테르(허공)·흙·물·불·공기의 5가지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김정숙, 2006).

이 구성 요소에 따라 사람의 체질을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음양오행이

나 사상체질에 의한 체질구분들은 분리적, 독립적인 것에 비해

아유르베다의 이 세 가지의 체질 요소는 한 사람 안에 모두

공존한다. 음양오행의 각 체질들은 내부 장기에 연관하여 특정

색으로 규정되며, 그 컬러에너지를 치료 목적으로 적용한다. 반

면에 아유르베다 의학에선 가장 우세한 체질은 고려 선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체질의 특성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컬러에너지

를 사용함으로써 신체 에너지의 조화를 유도한다. 아유르베다

체질 분류와 그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아유르베다 체질론은 의학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일상과학

이며,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는 측면에

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인체에는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가

깨어지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조화와 균형의 근본 논리에서

도 유사하다. 체질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에서도 아유르베다는 한

의학의 체질 이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승헌,

2002).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체질적 특징을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타 체질 -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불안증이 있는 것이 전형

적인 소음인의 모습이다.

피타 체질 - 완벽주의, 성격이 급한 것이 태양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카파 체질 - 천연덕스러운 성격으로 항상 느긋하고 급한 게

없는 태음인의 모습이다.

2.4. 차크라와 컬러테라피

중국의 음양오행 체질론이 그렇듯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

베다 역시 육체의 질병을 극복하는데 7가지의 컬러를 활용하는

‘차크라’(Chakra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아유르베다에 의

한 테라피 이론에서는 7개의 차크라를 컬러에너지의 중심 센터

로 보고 있다. 즉 7개의 차크라는 신체상의 특정한 위치를 일

컫는다. 그것은 각각의 어원과 연관된 의미로 해석되며, 특정한

컬러로 규정되어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신체

적 특징과 결부되어 치료적 의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차크라들은 네 가지의 요소인 흙·

물·불·공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소리와 빛과 사고를 나타

내는 것이기도 하다(김정숙, 2006). 따라서 차크라의 7가지 색

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들은 내분비계에

Table 3. 오행체질과 사상체질의 색채 속성과 관련 장기

 오행체질   사상체질 오행 색 관련 장기

 金형 태양인 백색  폐장, 대장

 土형  소양인  황색 비장. 위장

 火형   中 적색 심장, 소장

 木형  태음인 청색 간장, 담

 水형   소음인 흑색 신장, 방광

Table 4. 인도 아유르베다의 세 가지 체질 구별

 요인\체질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

 체격  마른 체형 중간 정도의 체형 뚱뚱한 체형

 체력 약함 보통  좋음

 체온   차가움 따뜻함 차가움

 땀   적음 많음, 악취 많음, 쾌적한 냄새

 피부  건조, 얇음  지성, 뾰루지 기름지고 촉촉함

 머리칼   숱이 적음 윤기 있음 풍성하고 거칠음

 얼굴  타원형 턱, 광대뼈 둥근형

 눈  작음 보통 크기  크고 넓은 콧날

 입술  얇은 편  보통 두꺼움

 말투  말수 많음  비판적, 논리적 말수가 적고 느림

 감정   변화 심함,불안증 긴장감, 완벽주의 느긋함, 낙천적

출처: 위장청소는 가을에 해야 효과 [중앙일보] 2004년 10월 8
일자

Fig. 1. 7개의 차크라 위치
출처: 한국인도 요가 연구협회, 
사진, 자료출처 http://www .ki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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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신체의 각 기관들은 이들 차크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 병들거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 각

컬러의 특징을 잘 이용한다면 신체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가 병든 경우엔 컬러에 의한 치료의 효과까

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장 해석된다. 이상에서처럼 아유

르베다 의학에서 차크라는 질병을 육체, 정신, 영혼의 균형이

상실된 상태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컬러테라피의 이론들은 상이한 사상적 특징

안에서도 유사한 부분들을 드러낸다. 음양오행의 체질론은 순환

의 원형구조를 띠지만, 아유르베다 체질론은 신체를 종적인 직

선구조로 파악한다. 하지만 아유르베다가 발생한 인도 역시 정

신의 문화가 깊고 철학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아유르베다나 차

크라의 이론은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에너

지의 규명과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물리적인 신체

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신체를 종적인 구도로 파악

하되 그 운동은 소동돌이 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풀이된다. 인

간의 신체는 각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며, 건강의 원천은 곧 마음에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문화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컬러에 의

한 치료요법들이 갖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서 살

핀 체질론들은 그 특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컬러에 의한 치료

의 효능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을 드러낸다. 이것은 현재의 컬

러테라피가 역사적 타당성을 획득하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진다.

3. 컬러테라피로 실용되고 있는 방법들

3.1. 솔라이즈드 크림법

착색된 유리필터 대신 햇빛에 노출시킨 물이나 크림을 사용

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이다. 이 치료법은 물이나 크림에 색

채를 넣어서 착색시킨 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

을 착색된 병 속에 넣고 강한 햇빛에 2-3시간 두면 된다. 착색

된 병 속에 들어 있는 물은 태양 빛으로 색채의 진동을 물에

전달하게 된다. 만약 병에 착색되어 있는 색이 파란색이라면 태

양 빛의 파란색만이 병을 통과할 것이므로 파란색의 컬러에너

지의 효능이 병 속에 든 물에 전달된다 (권기덕, 김동연,
2002).

 

3.2. 인공 빛의 광선요법

컬러가 우리 인간에게 흡수되는 것은 눈에 의해서만 아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이 빛에 민감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

는 전자기 영역은 항상 변화하고 진동하는 색채로 가득 차 있

다. 피부에 크림과 기름을 발랐을 때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몸

의 각각의 세포는 그것에 비춰진 빛과 색채를 흡수하는 눈의

역할을 한다.

어떤 필터의 컬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는 대단하다. 즉 인체에 컬러를 바르거나 광선을 비추

는 것은 색 필터를 통하여 그 색의 주파수와 파장을 인체에

쏘는 것이다. 이렇듯 각각의 컬러들은 고유의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그 진동이 사

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흥분, 따뜻함과 차가움 등의 변화를 느

끼도록 만드는 것이다(이준, 2003).

4. 피부관리를 위한 컬러테라피 적용방법 안

피부관리를 위한 컬러테라피는 전술한 솔라이즈드 크림법과

인공빛의 광선요법을 채택한다. 그러나 오행체질 중 금형과 사

상체질 중의 태양인은 서로 연관된 체질유형이지만 그 대표색

이 흰색이어서 컬러테라피의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 컬러테라

Table 5. 차크라와 연결된 신체기관과 감정작용

 차크라&컬러 신체기관   감정작용

 사하스라라
보라

뇌

대뇌피질

예술적인 영감이나 영적인 것의 중심으로 삶과 타인에 보라  대한 애정이나 동정을 
개발하고, 기운이 쇠할 경우 고독감이나 절망감을 유발한다.

 아즈나
남색

뇌간

척수

내면의 눈, 자존심, 예지에 관계하며, 기운이 막힐 경우 삶의 목표상실, 불안감을 유
발,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비슈다
파 랑

폐 위쪽
인후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영역, 기운이 쇠할 경우 행동이 억제되거나 반대로 과도해진다.

 아나하타
폐 아래 
심장

사랑과 애정의 중심으로, 인간관계나 감정을 조절하며 기운이 쇠할 경우 감정조절이 
어렵다

 마니뿌라
노랑

비장

위, 간
지성, 논리적인 학업에 관계하며, 기운이 쇠할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스와디스타나   
 주황

신장, 방광
대, 소장

생산성, 안전성, 성욕을 통제하며, 기운이 막힐 경우 불감증을 유발한다.

 물라다라  
빨강

골반 하부 자기보호, 차크라의 기운이 막힐 경우 공격적 성향이 나타난다.

출처 : 김정숙(2006)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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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 단지 눈으로 보는 색채의 개념을 벗어나 컬러가 지닌 각

각의 고유한 파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컬러는 파장을

띤 빛의 형태이기도 해야 한다. 또한 그 빛이란 우리들의 가시

영역에서 판단되어지는 빨주노초파남보, 그 사이를 오가는 파

장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흰색이란 이러한 파장의 빛들을 혼

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컬러로서, 컬러 각각의 고유한 파장을

이용하는 컬러테라피에선 무의미한 컬러인 셈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금형-태양인의 흰색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4.1. 솔라이즈드 크림법 적용

솔라이즈드 크림을 피부 마사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체형과 성격을 관찰하여 체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체질

판단의 방법은 배경이론에서 고찰한 음양오행과 사상체질에 의

한 체질분석 방법과 아유르베다 체질론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본 고에서는 이들 이론을 차례로 적용하고 적당한 컬러를 도출

하여 마사지에 응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4.1.1. 첫 번째 적용 방법안의 예 - 목형/태음인/피타형에 적

용 가능한 컬러테라피

Table 6은 A를 대표성 있는 체질로 상정하기 위한 외형 및

내면의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은 음양오행과 사상체질의 문헌

에 나와 있는 체질적 특성들이다, 그리고 아유르베다 체질별 구

분 역시 문헌을 근거하여 상정된 것이다.

첫 번째,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이론에 의한 체질판단의 방법

이다. 외관상 보이는 체격은 보통 정도의 적당한 몸무게와 골

격이지만, 복부가 체중에 비해 많이 나와 보인다. 전체적인 체

형은 상체보다 하체가 더 충실하고 발목이 굵다. 성격은 밝고

유머러스하며 다정다감하다. 성격적으로는 화를 잘 내고 성질

이 급해 실수가 잦은 경향을 보인다. 몸에 열이 많으며, 피부

의 모공은 많이 넓혀져 있는 상태이다. 피부 상태는 이마와 코

부위가 번들거리는 지성이며,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 있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굵기는 가는 편이다.

이상으로 나타나는 체형, 성격, 피부의 특성을 음양오행의 체

질론으로 판단하면 ‘목형(木形)’에 속하고, 사상체질에서는 ‘태

음인’에 속한다. 관련 장기는 간, 담이며, 목형은 간의 기운이

울체(鬱滯)하기 쉬워 여드름이 많이 나는 태음인 피부의 특징

을 보인다. 즉 모공이 크며, 피부는 두껍고, 피지분비 능력이

왕성하여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지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다. 이같은 경우엔 피부의 수분 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

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드름이나 종기가 나기도 한다. 또한

여드름으로 인한 넓은 모공과 피부탄력 저하의 문제점들이 발

생한다. 

A와 같은 목형이자 태음인의 체질에 해당되는 오색의 컬러

는 파란색이다. 따라서 파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방의학에서 여드름 피부에 많이

처방하는 율무가 노폐물 배출과 모공 수축에 효과를 준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율무로 만든 팩에

파란색 솔라이즈드 워터(Solarized Water)를 넣어 함께 게는 방

법으로 마사지 후에 팩을 만들어 사용하면 여드름을 진정시키

고 피부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아유르베다 체질론에 근거한 체질 판단의 방법이다.

적당한 체격과 몸무게, 명랑하고 밝으며 급한 성격인 점에 주목

한다. 피부는 지성이며, 몸에 열이 많다는 체질적 특성과, 여드

름이 잘 생겨 넓은 모공과 피부탄력 저하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발이 가늘고 윤기가 있다는 점도 판단의 중요한 근

거가 된다. 

이상과 같은 체형, 성격, 피부의 특징을 아유르베다 체질론으

로 판단하면 피타(pitta)형에 해당된다. 열이 많은 피타체질에겐

파란색이 효과적이다. 또한 7개의 차크라 중에 파란 에너지 중

심인 비슈다 차크라는 후두 및 인두 신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

정화의 자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피타체질엔 파란

색 컬러에너지를 품은 솔라이즈드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면 긴

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히 후두 및 인두 신경 부위를 중점

적으로 마사지해주면 두통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도 있다. 또

한 정화작용의 효능을 지닌 파란색의 솔라이즈드 크림이나 워

터를 마사지에 이용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맑게 하여 여드름 개

선의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마사지는 너무 빠른 동작

은 자제하며, 일정한 속도로 마찰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다.

각각의 체질론에 따른 판단 모두에서 A의 경우 효과적인 컬

러는 파란색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부 마사지에 파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을 사용하면 스트레스성 여드름을 진정시키며,

피부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시각적 환

경에 파란색을 응용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처럼 A와 같은 경우에

파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을 적용하여 마사지할 시에 얻을 수 있

는 치료 효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6. A의 외형 및 내면의 특징

외형 
(체격)

상체보다 하체가 충실, 발목이 굵다, 지성피부.
음양오행→ 목형         사상체질→태음인
적당한 체격과 몸무게, 지성피부.
아유르베다→피타

내면 
(성격)

성격은 밝고 다정다감하나, 성격이 급하다.
음양오행→목형         사상체질→태음인
명랑하고 밝으며 성격이 급하다.
아유르베다→피타

Table 7. A의 경우, 파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에 의한 치료효과

 체질 판단  파란색의 치료효과

 첫 번째 판단
 - 木형, 태음인 

방부제 성질, 혈액 정화, 백혈구 생성도움, 
시신경 보호, 해독작용, 신경과민 증상개선, 
안구 염증치료 

 두 번째 판단
- 피타(pita)형  

 비슈다 차크라

대머리, 히스테리, 신경질, 불면증, 배변장애, 
가려움증, 화상, 백내장, 피부질환, 치주염, 열병,
위장병, 편도선, 갑상선,  두통의 제 증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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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두 번째 적용 방법안의 예 - 토형/소양인/피타형에 가

까운 체질에 적용 가능한 컬러테라피

Table 8는 B를 대표성 있는 체질로 상정하기 위한 외형 및

내면의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은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그리고

아유르베다 이론의 체질별 구분에 근거하여 상정된 것이다.

첫 번째,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이론에 의한 체질판단의 방법

이다. 외관상 보이는 체격과 체형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

매이나, 상체가 근육형으로 탄탄한 것에 비해 하체는 군살이 별

로 없고 날씬해 보인다. 얼굴형이 둥글고 머리는 큰 편이며, 신

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손과 발이 작은 편에 속한다. 성격상

특징은 마음이 느긋하고 언행은 조용한 편이며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신의와 도리를 잘

지키는 편이다. 몸에는 대체적으로 열이 많지만 땀은 별로 없

고 건조한 편에 속한다. 또한 햇볕에 유난히 잘 타는 피부이며

잔주름이 많고, 복합성 피부염, 습열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나타나는 체형, 성격, 피부의 특징

을 음양오행의 체질론으로 판단하면 ‘토형(土形)’에 속하고, 사

상체질에서는 ‘소양인’에 속한다. 관련 장기로는 비장, 위장이

며, 토형의 체질은 비대신소(肥大腎小)로 비, 위의 기능이 좋아

소화력이 좋고 시각이 특히 발달하였다. 반면 신장 기능은 약

해 무서움이 많고 놀라기도 잘 한다. 피부의 특징은 몸, 특히

비위에 열이 많아 사상체질 중 가장 건조한 편이다. 따라서 주

름이 많고, 각질도 많이 들떠 있으며 간혹 열성 여드름과 알레

르기, 아토피의 특징을 보인다. 

B와 같은 토형이자 소양인의 체질에 해당되는 오색의 컬러

는 노란색이다. 따라서 노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면 효과적이다. 한방의학에서 소양인은 체질적으로 신장의 기

운이 약해 노폐물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얼굴이 잘 붓거

나 푸석하며, 노화가 빨리 오기도 한다. 또한 피부가 얇아 햇

볕에 쉽게 탄다. 이런 소양인 피부에는 녹두 팩이 효과를 준다

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녹두 팩의

시술에 노란색 솔라이즈드 워터를 섞어 사용할 경우 피부의 광

노화 방지와 미백기능, 리프팅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아유르베다 체질론에 근거한 체질 판단의 방법이다.

적당한 체격과 몸에 열이 많고 피부탄력 저하의 문제점들이 있

다는 점 등은 피타(pitta) 체질로 분류될만한 근거이다. 하지만

B가 드러내는 그 외의 특징들은 피타체질에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다. 일례로 B의 몸에 열이 많은 점은 일치하지만, 땀의 양

이 적다는 점은 상치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땀이 별로 없는 소

양인의 특징과 땀이 많은 피타체질을 동일하게 보긴 힘들다. 이

것은 각 문화마다 갖는 체질분류의 기준과 세분화된 정도가 다

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컬러 치료의 측면에서

보면, 노란색 에너지의 치료 효과가 주목 할 공통점을 지닌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개의 차크라 중 노란색 에너지의 중심

인 마니뿌라 차크라는 단전 부위에 있으며, 소화와 체온 조절

의 기능을 통제하는 태양신경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차크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육체적인 측면에서 주

로 소화와 흡수작용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에 영향을 받는 기

관은 위장, 십이지장, 비장, 그리고 간이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

는 내분비선은 췌장으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당분의 신

진대사를 책임지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병으로는 소화

장애, 가스 팽만, 신장질환 등이다. 즉 노란색 에너지 중심인 마

니뿌라 차크라는 열이 많은 B의 체온을 조화롭게 하는데 효과

적이다. 이것은 또한 비대신소(肥大腎小)로 대표되는 소양인의

체질에 노란색이 효과적이듯, 마니뿌라 차크라의 노란 에너지

역시 위의 기능과 깊이 관계하며 신장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란색 컬러에너지를 품은 솔라이즈드 크림이나 워

터를 피부 관리시에 사용하면 B의 건강과 피부상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효능을 인도 차크라의 측면에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솔라이즈드 크림으로 단전 부위를 마사지 하

면 효과적인데, 단전은 췌장을 다스리는 태양신경총과 연결되

어 있어 소화기능을 증대시킨다. 또한 간과 장의 배설 기능을

통해 몸을 정화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노란색은 삼원색의 하나

이며 마음과 지성의 상징으로서 그 에너지가 정서에 미치는 영

향은 사고력과 지력의 향상, 정서적 활력 등이 있다. 강박관념

이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

어주기도 한다. 노란색 에너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 특

유의 활력을 주는 자기전류로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푸

석하며 건조한 피부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체질론에 따른 판단 모두에서 B의 경우에 효과적인

컬러는 노란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부 마사지시에 노란

색 솔라이즈드 크림을 사용하면 체열이 많아 건조하고 푸석해

지기 쉬운 피부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시

각적 환경에 노란색을 응용하는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B에게 노란색 솔라

이즈드 크림을 적용하여 마사지할 경우에 각각의 체질론들로

구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면 Table 9과 같다.

4.2. 인공 빛 광선요법의 적용

인체에 광선을 비추는 것은 색 필터를 통하여 그 색의 주파

수를 인체에 쏘는 것과 같다. 이렇듯 각각의 컬러들은 고유의

Table 8. B의 외형 및 내면의 특징

외형 
(체격)

상체가 근육형에 하체는 군살이 없이 적당하며, 땀이 없다.
음양오행→토형     사상체질→소양인

적당한 체격과 몸무게, 땀이 많다.
아유르베다→피타

내면 
(성격)

마음이 느긋하고 언행은 조용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음양오행→토형, 사상체질→소양인

명랑하고 밝다.
아유르베다→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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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치료효과를 나타

내며, 그 진동이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과 흥분, 따뜻함과 차

가움 등의 변화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피부 마사지에 광

선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체형과 성격을 관찰

하여 체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체질 판단의 방법은 배경이론에

서 고찰한 음양오행과 사상체질에 의한 체질분석 방법과 아유

르베다 체질론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본 고에서는 이들 이론

을 차례로 적용하고 적당한 컬러를 도출하여 마사지 시에 광선

요법으로 조명을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4.2.1. 첫 번째 적용 방법안의 예 - 화형/카파형에 적용 가능

한 컬러테라피

Table 10은 C를 대표성 있는 체질로 상정하기 위한 외형 및

내면의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은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그리고

아유르베다 이론의 체질별 구분에 근거하여 상정된 것이다.

첫 번째,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이론에 의한 체질판단의 방법

이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체격과 체형은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

였고, 허리가 굵으며 뚱뚱하다. 또한 상체보다 하체의 근육이

발달했으며 더 비대해 보인다. 얼굴형은 둥글며, 포용적이고 부

드러운 인상을 풍긴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과묵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펼 때는 주장이 강한 경향을 띤다. 또한 대화 도중 자

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

다. 행동역시 느리며 무거워 보인다. 피부의 상태는 땀이 많아

축축한 지성타입으로 보이나 탄력이 없고 건조한 증세를 가진

, 복합적 피부타입으로 관찰된다. 이상으로 나타나는 체형, 성

격, 피부의 특성을 음양오행 체질론으로 판단하면 화형(火形)에

속한다. 사상 체질론에서 화형은 중립에 속한다. 중립이란 것은

몸의 중심 혹은 신체의 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양오행에선

화형에 속하는 장기가 신체의 중간인 심장이며 기의 중심이라

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음양오행론에

선 이 화형을 체질론의 하나로 분류하였지만, 사상체질론에서

는 그것을 특정한 체질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상체질적

관점에서 체질이란 것은 균형상태가 아니라 특징적 쏠림에 의

한 분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상체질에선 화형

(음양오행)의 특징은 그저 중(中)으로만 의미될 뿐 거기에 대응

할만한 체질분류를 하진 않았다. 따라서 C의 경우는 음양오행

의 화형에 따른 체질판단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화형의 관련

장기는 심장과 소장이며, 심장의 활동이 왕성하면 얼굴이 붉어

지며, 기쁨의 감정이 작용해도 붉어지고 신열이 날 때도 붉어

진다. 또한 술을 먹으면 심장의 활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붉어

지기도 한다. 

C와 같은 화형의 체질에 해당되는 오색의 컬러는 빨간색이

다. 따라서 빨간색 광선을 피부에 조사해주면 효과적이다. 화형

은 열성 여드름이나 부종, 건조성 예민함 등의 피부 특징을 나

타낸다. 빨간색 광선을 조사할 경우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원

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뇨작용의 활성화로 피부가 붓

는 증세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아유르베다 체질론에 근거한 체질 판단의 방법이다.

몸집이 크고 뚱뚱하며, 얼굴형이 둥글고, 몸에 열이 많고, 행동

이 느린 점 등의 특징을 아유르베다 체질론으로 판단하면 C는

카파체질에 해당된다. 카파(kapha)형에는 활력을 필요로 하는 빨

간색이 효과적이다. 또한 7개의 차크라에서는 빨간 에너지 중심

인 물라다라 차크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뿌

리 혹은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위치는 척추 아래의 신체

부위로서 다리, 발, 대장, 척추, 자궁 등의 순환계를 포함한다.

(Fig. 1참조) 또한 이것이 관련되어 있는 내분비선은 생식선이

다. 따라서 빨간색 광선을 사용하면 무기력증과 내분비장애의

개선, 원활한 혈액 순환 등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상과 같은 카파형의 특징을 음양오행 체질론에 따른 화형의 특

징과 비교해보면, 두 가지의 체형 분류가 모두 혈액순환에 깊

이 관계한다는 점과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신체 내, 외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체질론에 따른 분류에서 C에게 효과적인 컬러는 빨

간색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부 마사지를 실시할 때 빨

간색 광선을 조사해 주면 그 컬러에너지에 의해 부신이 자극받

고 자기성을 띠게 됨으로써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C의 경우엔 피부가 겉으로는 땀이 많지만 안으로는 건조한 특

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피부가 경직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이

다. 피부상태의 개선을 위해선 강한 마사지 시술로 긴장된 근

육에 압박을 가하고 이완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해주면 좋다. 그

와 더불어 빨간색 광선을 조사하여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해

주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쉽게 피로해지는 C

의 경우엔 빨간색 광선은 부족한 활력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효과로도 작용할 것이다.

Table 9. B의 경우, 노란색 솔라이즈드 크림에 의한 치료효과

 체질판단 노란색의 치료효과

 첫 번째 판단 
 - 土형, 소양인

각성작용, 소화제기능,
담즙 흐름을 자극, 간질환에 효과적 

 두 번째 판단 
 - 피타(pitta)형과 비슷 

소화흡수 작용, 소화 장애, 가스 팽만, 조기 
노화 현상 등 
전반적인 피부개선, 필링 후 재생, 잔주름, 
늘어진 피부의 
 마니뿌라 차크라 탄력 회복

Table 10. C의 외형 및 내면의 특징

외형

(체격)

근육과 골격이 발달, 허리가 굵고 뚱뚱하다. 얼굴형은 둥글다
음양오행→ 화형
몸집이 크고 뚱뚱하며, 얼굴형이 둥글다
아유르베다→ 카파

내면

(성격)

과묵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펼 때는 주장이 강하다
음양오행→ 화형
행동이 느리다.
아유르베다→ 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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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처럼 C에게 빨간색 광선을 적용하여 실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치료효과를 정리하면 Table 11와 같다. 

4.2.2. 두 번째 적용 방법안의 예 - 수형/소음인/바타형에 적

용 가능한 컬러테라피

Table 12은 D를 대표성 있는 체질로 상정하기 위한 외형 및

내면의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은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그리고

아유르베다 이론의 체질별 구분에 근거하여 상정된 것이다.

첫 번째, 음양오행과 사상체질 이론에 의한 체질판단의 방법

이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체격은 보통보다 외소하며, 하체 발달

형으로 엉덩이가 크고 가슴둘레는 빈약하다. 얼굴형은 갸름하

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며 입술은 얇다. 성격은 낯가림이 좀

있으며 내성적으로 보이나, 함께 있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말 수

가 많아지는 경향을 띤다. 말에 조리가 있으며, 생각이 많아 보

이고, 머리가 총명해 보인다.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면서도 대화

를 하는 내내 상대방의 낯 색을 살피며 의견을 확인하는 등

불안한 면모를 보인다. 스스로도 성격이 대단히 소심하며 예민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피부는 차가우며, 모공은 작고 부드러운

편이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숱이 적다. 자주 불면을 호소하며

식사도 불규칙하다고 한다. 때문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이는

날이 많으며, 화장품을 바꾸면 뾰루지와 붓기가 나타나는 등 예

민성 피부의 특징을 보인다.

이상으로 나타나는 체형, 성격, 피부의 특성을 음양오행 체

질론으로 판단하면 수형(水形)에 속한다. 관련 장기로는 신장,

방광이며, 수형의 피부 특징으로는 피지 막 형성의 불량, 눈가

주름과 색소침착, 피부노화, 부종에 의한 비만 등이다. 사상체

질에서는 ‘소음인’에 속하며 체질은 신대비소(腎大脾小)로 신장

의 기능은 좋지만 비위의 기능은 약하다. 또한 생각이 많아 병

이 생길 수도 있으며, 허약하고 냉한 체질이다. D와 같은 수형

이자 소음인의 체질에 해당되는 오색의 컬러는 검정색이다. 검

정색은 물의 색으로 신장 기능 강화와 부종 개선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피부 마사지를 실시할 때 검정색 광선을 조사해 주면 이

뇨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부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두 번째, 아유르베다 체질론에 근거한 체질 판단의 방법이다.

마른체형에 하체만 비만이다. 신경이 예민하며,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불안하다. 마른 피부의 특징으로 건조하며, 거칠고, 차갑

다. 또한 불면증으로 인해 피부가 예민한 점 등의 제 증상들을

종합하여 체질을 판단한다.

이상으로 나타나는 체형, 성격, 피부의 특징을 아유르베다 체

질론으로 판단하면 바타(vata)에 해당한다. 예민한 바타 체질에

는 초록색 컬러가 안정감을 유도하고 긴장감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7개의 차크라 중에 초록색 에너지 중심의 아나하

타 차크라는 신체의 심장신경총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관련된

내분비선은 흉선이다. 이것은 주로 임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임파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신적 질병과 심

리적 불안감을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사지시에

초록색 광선을 조사해주는 방법은 예민한 신경의 이완작용을

유도하여 피부의 활력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바

타체질은 추위에 민감하므로 마사지하는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누르기나 두드리는 것

보다 부드러운 쓰다듬기 동작으로 마사지의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각의 체질론에 따른 판단을 살펴보면, D의 경우 음양오행

론에서는 수형이며, 사상체질에서는 소음인으로 판단된다. 소음

인의 체질에 해당되는 오색의 컬러는 검은색이다. 반면 아유르

베다 체질론으로 판단하면 바타(vata)에 해당되며, 이때 예민한

바타체질에는 초록색 컬러가 안정과 긴장해소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실행한 다른 적용의 예에서는 체질 판단에

의해 도출된 컬러가 일치했었다. 하지만 D의 경우에서처럼 반

드시 일치된 컬러가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은 음양

오행 체질론의 오색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인

반면 아유르베다의 차크라가 나타내는 컬러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으로 적용 가능한 컬러와

그 숫자가 차이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D의 경우를 상생상

극의 음양오행론으로 살펴보면 검은색과 초록색은 상생의 컬러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들을 통합하여 마사지시

Table 11. C의 경우, 빨간색 광선에 의한 치료효과

 체질 판단 빨간색의 치료효과

 첫 번째 판단 
- 火형

혈액순환 활성화,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중풍과 빈
혈을 개선, 심장병 개선, 정맥자극, 이뇨작용, 원기 
회복

 두 번째 판단
- 카파(kapha)형
물라다라 차크라

자궁 등의 순환계와 생식선, 중풍, 무기력증, 기관
지염, 변비, 내분비장애, 천식 등의 제 증상 개선, 
원기회복, 미용분야에서 혈액 순환을 증진

Table 12. D의 외형 및 내면의 특징

외형 
(체격)

보통보다 외소, 하체 발달,엉덩이가 크고 가슴둘레는 빈
약하다.
음양오행→ 수형     사상체질→ 소음인

마른체형에 하체만 비만이다.
아유르베다→ 바타

내면 
(성격)

낯가림이 있으며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예민하다
음양오행→ 수형 사상체질→ 소음인
 신경이 예민하며,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불안하다.
아유르베다→ 바타

Table 13. D의 경우, 검정색과 초록색 광선에 의한 치료효과

 체질 판단 컬러 치료 효과

 첫 번째 판단 
- 水형, 소음인 (검정색)

신장 기능 강화, 부종 개선

 두 번째 판단 
 - 바타(vata)

아나하타 차크라 (초록색)

후두염, 척추장애, 복통, 말라리아, 악성
종양, 탈진, 신경통, 매독, 장티푸스, 궤
양, 불면증,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등
의 제 증상 개선



102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6호, 2008년

에 초록색 광선을 조사하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D에게 광선을 적용하여 실시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치료효과를 정리하면 Table 13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선 컬러의 치료 효과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고찰하고, 그것을 현재에 대두하고 있는 컬러테라피의 이론으

로 정리하여 피부관리에 적용방법 안으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 컬러테라피와 관련된 이론인 음양오행은 우주만물

의 구성과 운행법칙을 다루는 사상으로서, 그 속에 오색의 개

념을 두고 치료에 활용하였다. 아유르베다는 구체적인 체질의

학으로 발전된 학문으로서, 그 속에 7개의 차크라와 컬러의 개

념을 두고 치료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컬러치료에 대한 이론들을 피부관리에 접목하기 위

해 보다 구체적인 체질론들을 살펴보았다. 음양오행의 체질분

류와 함께 한국의 ‘사상체질’이 첨가 논의되었으며, 인도의 아

유르베다는 근본적으로 체질론에 중점을 두는 학문이므로 또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세 번째, 앞선 이론적 근거들을 현재의 컬러테라피로 연결시

키고 피부관리시에 유효한 방법론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솔라이즈드 크림법과 광선요법을 소개함과 동

시에 본 논문이 제언하고자 하는 피부관리시의 컬러테라피 적

용방법 안으로 채택하였다. 적용의 예는 방법론에 대한 순수 제

언의 부분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체질론들의 체질구분

과 피부타입이 구체적인 동무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의 대표적

피부의 특징들을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그 체질을 판단하

는 방법을 거쳐 적합한 컬러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실시하는 단계까지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언하는 적용

의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통 체중에 성격이 급하고 여드름이 많이 난 특성으로

상정한 첫 번째 예에서는, 그 체질 유형이 목형이자 태음인이며

피타형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컬러는 파란색으로, 피부관리

에 응용할 경우 몸의 열을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혈

액순환을 맑게 하여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소 마른 체중에 성격이 느긋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잔

주름이 많은 특성으로 상정한 두 번째 예에서는, 그 체질 유형

이 토형이자 소양인이며 피타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컬러는 노란색으로, 피부관리에 응용할 경우 노화를

방지하며 주름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뚱뚱하고 피부가 지성이면서도 탄력이 없는 특성으로 상

정한 세 번째 예에서는, 그 체질 유형이 화형이자 카파형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컬러는 빨간색이며, 피부관리에 응용할

경우 부족한 활기가 보충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부의 문

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체구가 작고 내성적인 성격에 피부는 예민하고 색소침착

이 있는 특성으로 상정한 네 번째 예에서는, 그 체질 유형이

수형이자 소음인이며 바타형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컬러는

검정색 또는 초록색이며, 피부관리에 응용할 경우 부종을 완화

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컬러테라피는 아직 논의의 시작점에 있는 보조의학의 분야로

볼 수 있다. 컬러에 의한 치료 효능은 오래된 역사지만, 컬러가

지닌 물리적 성질을 치료에 이용하는 컬러테라피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 성립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효

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한 개발과 결과에 대한 과학

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논리적 이론이 입증되는 학문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과정의 한 단계로서 피부관리의

컬러테라피 적용방법 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논고에서 4가지 적용의 예는 실험결과로 입증된

것이 아닌 순수 제언의 부분이다. 즉 과거의 문헌과 관련 학계

의 자료들을 토대로 컬러테라피의 이론을 형성하고, 실제적으

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언함이다.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면서도 한계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실험과 검증의 후속

연구가 행해지기를 바라며, 방향 제시에 의미를 두는 본 논고

와 같은 방법론들이 확대 해석되거나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또한 컬러테라피를 병원치

료와 동등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보조의학 또

는 테라피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그것은 과학적 의료 치료에 병

행되거나 친환경적인 치료 요법으로 해석되어질 만하다. 모든

병 치료에는 과학적인 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컬러테라피를

비롯하여 요즘 대두되고 있는 각종 테라피 요법들은 그 보조적

역할로서 효능을 발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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