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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얼굴에 표출된 이미지 어휘의 특성 분석

-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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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Characteristics of Image Words Shown on the Face of Woman

- Women in their 20s and 6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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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thesis collected words, feelings, and psychological images expressed in female faces in their 20s and 60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will be based on the effective image of direction and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zed station of word of images collected, female faces in 20s of image are positive images such as pretty, cute, and
elegant; however, there were also negative images such as gloomy, sharp, and stubborn. Female faces in 60s image are
negative image such as scary, gloomy, sharp, and stubborn. To the analyzed station of word's tendency (usually expressed
appearance), external-oriented tendency significantly developed in their 20s and 60s. It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s emphasized in women face image in 20s and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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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C 현대는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뜻하는 루키즘

(lookism)이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라는 주장이 법정과 학

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Hankook Ilbo, 2011),

외모가 사회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

에서 장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개성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성있는 이미지를 표출하기위해 외모 중에서도 얼

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으로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미지는 실제적인 요소들과 느낌과 감

정적인 요소들의 조합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

념은 상, 심상, 영상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대상에 대

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란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Hong, 1986). 반면에, 타인에 대한

인상을 그 사람의 외모, 행동, 상황 또는 사건의 맥락을 통하

여 형성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초기 접촉 상황에서 외모는 대

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므로(Kaiser, 1985), 객관

적인 판단의 자료이기도 하다. 외모 중에서 얼굴에 드러나는 이

미지는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얼굴에서 드

러나는 표정과 더불어 심리적 특성 뿐만아니라,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첫인상과 사회 생활 및 대인관계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60대 여성, 20대 여성의 얼굴에

표출된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어휘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이미지 연출과 여성의 이미지개선에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얼굴 이미지

얼굴인상과 재인의 관련연구에서 Kim(2003)은 인상과 얼굴

의 물리적 특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인상이 얼굴의 재

인과 지각적 유사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인상이 얼굴 생김새를 표상하는 심리적인 구조로 유용하게 사

용되어 얼굴 정보를 처리할 때 인상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옆면의 얼굴이 아닌 정

면의 얼굴에서는 구체적인 언행이 배제되며, 이목구비의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얼굴의 표정일수록 인간의 내면을 정

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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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의 선들,

즉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얼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눈이 크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눈이 큰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전해진

다고 하였다. 따라서 얼굴은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들의 형태

변화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

다고 한다(Ok, 1998). Park et al.(2002)은 아름다운 얼굴의 감

성적 구성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

하는 20대 여성의 얼굴은 샤프한 얼굴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형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

별 감성과 얼굴간의 관계에서는 도발적인 느낌, 서구적인 느낌,

야무진 느낌, 참한 느낌, 청순한 느낌 등이 물리적 특징이라고

하였다(Park et al., 2001). Lee and Lee(2002)의 연구에서는

20대의 이상적인 미를 자신감 있는, 당당한, 개성있는, 지적인,

발랄한 등의 어휘로 표현되어지며, 60대는 건강한, 아름다운,

여유있는, 멋있는, 편안한 등의 이미지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Le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얼굴인상을 지각하는데 ‘순하

다-사납다’ 혹은 ‘인상이 좋다-인상이 나쁘다’, ‘이지적이다-맹

하다’ 혹은 ‘영리하다-우두하다’, ‘점잖다-경박하다’, 및 ‘여성스

럽다-남자답다’ 등의 4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Lee et

al.(2001)은 한국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날카로운-서구

적인과 맹한-동양적인, 남성적인-강인한과 여성적인-귀여운이 비

교적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Oh, 2006)은 앵커

의 매력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중요

한 요인이므로 앵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요소(외모-의상, 몸

짓, 분장, 목소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Cho(2004)은 얼굴사진에 대한 인상평가를 실시하여 목소리

에 대한 인상평가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얼굴의 물리적 특성이

내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일 간에 얼굴에

대한 인상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있다.

2.2. 이미지 어휘

이미지와 관련한 어휘의 특성 연구에서는 의미상 정신적 가

치와 감작 가치의 두 개의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느끼는 주체

에 따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Kim, 1998), 어휘에서 느껴지는 성향은 그것을 판단하고 수용

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래서 이 성향의 분류를 분석 심리학자 융은 유형론에서

인간의 성격차원을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에 따라 내향

성, 외향성으로 분류하고 있다(Lee et al., 2001). 이때 내부지

향적인 성향은 정신적, 관념적인 측면을 중시한 것이고, 외부지

향적 성향은 외양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측면을 중점화 한 것으

로, 내부지향적인 것은 교양, 생각, 성격, 가치관 및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외부지향적인 것은 외모와

의복연출 등에 의해 표현되는 신체이미지를 의미하며 외형을

보는 순간 바로 지각되는 즉물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Lee

& Lee, 2003). 그리고 Ekman(1972)은 얼굴에서 기본적인 감

정을 분노, 행복, 슬픔, 공포, 놀라움, 혐오의 6가지로 나이, 성

별, 종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관찰되어 진다고 하며, 한 개인

의 특정 감정은 독특한 얼굴표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타인은 이

를 통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게 된다(Izzard, 1997). 얼

굴표정에 의한 감정의 추론은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리고 이완되어

있는가 등의 대략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

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요약되어진다(Kim, 2002).

그래서 이미지 어휘와 관련하여 정적인 의미와 부적인 의미로

접근하여 정적 정서를 활기찬, 열정적인, 원기왕성한, 자랑스러

운, 강한, 흥미진진한 등과 부적 정서를 신경질적인, 과민한, 괴

로운, 마음이 상한, 두려운, 적대적인 등의 어휘로 설명하고 있

다(Lee et al., 2003). 

그러므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어휘는 외적인 요인에

대하여 내적 정서를 그대로 드러냄을 알 수 있으며, 타인을 평

가하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단서가 되는 이미지 어휘이기

도 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여성얼굴에 표출된 이미지 어휘의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20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 어휘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60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 어휘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 어휘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3.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얼굴 사진 자극물은 2008년 9월 2일~9월 30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10명과 2006년 7월 16일~9월 15일,

2008년 9월 2일~9월 30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

대의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얼굴 사진 자극물을

Kim and Lee(2005)의 연구에서 유형화한 11개의 유형에서 2

장씩 추출하여 각각 22장씩 선정하여, 1/2 축도로 프레젠테이

션을 통해 뷰티계열과 패션관련 전공자 및 대학원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유언어 연상법 실시하였다. 자유언어 연상법은 2008

년 10월 6일~10월 17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얼굴의 이미지

어휘를 분석하기 위해 긍정적인 어휘와 부정적인 어휘로 나누

어 살펴보고, Lee and Lee(2002)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내

부지향적 성향, 외부지향적 성향, 양면지향적 성향으로 분석하

였다. 내부지향적 성향은 정신적 또는 관념적 판단에 의해 표

출되는 것이며, 외부지향적 성향은 가시적이고 즉물적인 반응

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양면지향적 성향은 내면과 외

면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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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수집된 어휘를 유사한 어휘끼리 묶어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

여,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는 139개 종류에 대해

5,133개의 어휘가 수집되었으며, 60대 여성 얼굴의 심리적 이

미지 어휘는 120개 종류에 4,631개의 어휘가 수집되었다.

4.1.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 분석

20대 여성얼굴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어휘는 139

개이며, 수집된 어휘에서 빈도가 10개 이상 출현한 것을 중심

으로 어휘를 71개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 중에서 ‘이쁜’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우울한’, ‘날카로운’, ‘우아한’,

‘귀여운’, ‘고집센’, ‘착한’, ‘맹한’, ‘순수한’, ‘단정한’, ‘또렷한’,

‘성격이좋은’, ‘피곤한’, ‘소극적인’, ‘강렬한’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어휘와 부정적인 어휘로 나누어 어휘의 특성을 살

펴보면, 분류하기 곤란한 어휘인 둥글둥글한과 평범한, 마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예쁜, 우아한, 귀여운, 단정한, 착한, 순

수한, 또렷한, 편안한, 인상좋은 등의 전체 어휘 수의 6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어휘는 우울한, 날카로운, 소극적인, 피곤

한, 심술궂은 등으로 전체 어휘 수의 40%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얼굴에서는 긍정적인 어휘의 수가 많이 표출되어 나타

났다(Table 3).

다음으로 이미지 어휘의 성향을 살펴보면, 예쁜, 날카로운,

우아한, 귀여운 등 외부지향적 어휘가 54%로 나타났고, 우울한,

고집센, 착한 등 내부지향적 어휘가 18%로 나타났으며, 맹한, 순

수한, 피곤한 등 양면지향적 어휘가 28%로 나타났다. 이미지 어

휘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성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내부지향적인 어휘에서는 착한,

성격이 좋은, 온순한 등과, 우울한, 고집센, 나쁜 등의 얼굴이

미지 어휘를 통해 성품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지향적인 어휘에서는 예쁜, 또렷한, 매력적인, 세련된 등의 어

휘에서 외모와 관련된 매력성(Kim, 2003; Oh, 2006)으로 표현

되어졌고, 단정한, 심술궂은, 온화한, 인상좋은 등의 어휘에서

사회성(Cho, 2004)이 드러났으며, 쾌활한, 활동적인, 활발한 등

의 어휘에서는 활동성(Cho, 2004; Kim et al., 2004)으로 표현

되어졌다. 양면지향적 어휘에서는 맹한, 지적인 등의 어휘에서

지성이 표현되었고, 조용한, 책임감있는, 친절한, 사랑스러운 등

의 어휘로 표현되어졌다.

따라서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는 예쁘고 귀여우며 우아한

의 긍정적인 이미지 어휘가 많은 반면, 우울하고, 날카로우며,

고집센의 부정적인 이미지 어휘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강조하는 외부지향적인 성향의 어휘가 많은 것

으로 보아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4.2.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 분석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어

휘는 120개이며, 수집된 어휘에서 빈도가 10개 이상 출현한 것

을 중심으로 어휘를 47개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어휘와 부정적인 어휘로 나누어 어휘의 특성을 살

펴보면, 분류하기 곤란한 어휘인 둥글둥글한을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 착한, 젊어보이는, 온화한, 세련된 인자한 등의 전체 어

휘 수의 3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어휘는 피곤해보이는, 무

서운, 우울한, 사나운, 날카로운, 못된 등으로 전체 어휘 수의

63%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의 얼굴에서는 부정적인 어휘의 수

가 많이 표출되어 나타났다(Table 3).

다음으로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 중에서 ‘피곤해 보이

는’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무서운’, ‘우울

한’, ‘인상이강한’, ‘사나운’, ‘고생한’, ‘착한’, ‘젊어보이는’, ‘온화

한’, ‘날카로운’, ‘남자같은’, ‘깐깐한’, ‘고집스러운’, ‘성남’, ‘평범

한’, ‘세련된’, ‘균형이맞지않은’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이미지 어휘의 성향을 살펴보면, 무서운, 인상이

강한, 사나운, 고생한, 젊어보이는 등 외부지향적 어휘가 60%

로 표현되었고, 우울한, 착한, 고집스러운 등 내부지향적 어휘

가 21%로 표현되었으며, 피곤해보이는, 평범한, 무뚝뚝한 등 양

면지향적 어휘가 19%로 얼굴이미지가 표현되었다. 

각 성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내부지향적 어휘에서는 우울한,

둔한, 욕심이많은 등의 부정적 성품이 착한, 인자한 등의 긍정

Table 1. Propensity of Image Words in Women Faces in 20s 

Directed Words
Total

N(%)

Inner-

Directed

 gloomy(328) meek(64)

 stubborn(190) diligent(39) strong(36)

 nice(185) warm(46) happy(23)

 good(94) bad(43) aggressive(10)

 obtuse(79) cold(37)

13

(18)

External-

Directed

 pretty(391) sexy(55)

 sharp(281) countrified(50) ill-tempered (28)

 elegant(267) sophisticated(47) mild(25)

 cute(259) feminine(47) thin(23)

 neat(190) lively(42) favorable-impression(22)

 apparent(124) fierce(41) brisk(21)

 intense(90) exotic(40) drooped(21)

 young(84) normal(39) angular(18)

 cheerful(74) round(38) plump (16)

 active(67) boyish(37) princesslike(14)

 fastidious(63) angry (36) surprised(13)

 fascinating (63) comfortable(34) agile(12)

 fierce(63) very charming(31) sleepy(12)

38

(54)

Both-

Directed

 dense(183) outgoing(48)

 pure(135) responsible (48) lovely(25)

 tired(94) intelligent(47) skillful(23)

 passive(92) dollish(45) familiar(22)

 quiet(64) mature(45) hincty(14)

 plain(49) introvert(36) refreshing(14)

 sensitive(48) kind(26) greedy(14)

20

(28)

Total
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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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품 어휘보다 많이 나타났다. 외부지향적 어휘에서는 무서

운, 인상이강한, 사나운, 여성스러운 등의 어휘가 매력성(Oh,

2006; Kim & Lee, 2003)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매력성의 어

휘가 많이 나타났고, 부드러운, 깔끔한, 온화한 등의 어휘에서

사회성(Cho, 2004)이 표현되어졌다. 양면지향적 어휘에서는 지

적인, 맹한, 평범한 등의 지성의 어휘로 표현되었고, 밝은, 무

뚝뚝한, 조용한 등의 어휘로 인성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피곤해보이는,

무서운, 우울한, 날카로운, 고집스러운 등의 비호감의 어휘와 외

부지향적인 성향 어휘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4.3. 20대와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 비교 분석

20대와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 어휘를 먼저 긍정 어휘, 부

정 어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어휘의 성향을

연령별로 공통으로 나타난 어휘와 차이가 나는 어휘로 분류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이미지 어휘를 비교 분석하면, 20대와 60대에 공통으로

나타난 어휘를 살펴보면, ‘피곤한(피곤해 보이는)’, ‘험악한(무

서운)’, ‘예쁜’, ‘우울한’ 등 34개의 공통어휘가 도출되었다.

Table 2. Propensity of Image Words in Women Faces in 60s 

Directed Words
Total

N(%)

Inner-

Directed

 gloomy(395) obtuse(32) 

 nice(245) greedy(26) strange(13)

 stubborn(122) cold(19) severe(11)

 benignant(65) wicked(18)

10

(19)

External-

 Directed

 grim(401) sophisticated(93) pretty(11)

 strong-impression(286) unpoised(91) laughable(11)

 fierce(250) blunt(83) somber(11)

 ordeal(246) round(69) clean(10)

 youthful(195) tender(63) old(10)

 mild(192) feminine(32) brisk(10)

 sharp(187) springy(24) asymmetry(10)

 boyish(154) splendid(18) artificial(10)

 fastidious(140) unaffected(17)

 indignant(120) ill-tempered(12)

28

(60)

Both-

Directed

 tired(403) intelligent(33) dense(11)

 normal(98) countrified(23) bright(11)

 blunt(83) quiet(16) timid(10)

9

(19)

Total

n(%)

47

(100)

Table 3. Comparative Words of positive image and negative image in Women Faces of 20s and 60s

20s 60s 20s 60s

Positive Frequency Positive Frequency Negativ Frequency Negativ Frequency

pretty 391 nice 245 gloomy 328 tired 403

elegant 267 youthful 195 sharp 281 grim 401

cute 259 mild 192 stubborn 190 gloomy 395

neat 190 normal 98 dense 183 strong-impression 286

nice 185 sophisticated 93 tired 94 fierce 250

pure 135 favorable-impression 89 passive 92 ordeal 243

apparent 124 tender 63 obtuse 79 sharp 187

good 94 benignant 56 fierce 63 boyish 154

intense 90 intelligent 33 fastidious 63 fastidious 140

young 84 feminine 32 countrified 50 stubborn 121

cheerful 74 springy 24 sensitive 48 indignant 120

active 67 splendid 18 dollish 45 normal 98

meek 64 unaffected 17 bad 43 unpoised 91

quiet 64 quiet 16 fierce 41 blunt 83

fascinating 63 pretty 11 cold 37 obtuse 32

sexy 55 bright 11 boyish 37 greedy 26

plain 49 clean 10 strong 36 countrified 23

outgoing 48 introvert 36 cold 19

responsible 48 angry 36 wicked 18

intelligent 47 ill-tempered 28 strange 13

sophisticated 47 brisk 21 ill-tempered 12

feminine 47 drooped 21 somber 11

warm 46 angular 18 den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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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보다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에서만 빈도가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는 ‘예쁜’이며, ‘날카로운’, ‘우아한’, ‘귀

여운’, ‘맹한’, ‘또렷한(뚜렷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보다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에서만 빈도가 높아 가장 큰 차

이를 나타내는 것은 ‘험악한(무서운)’이며, ‘피곤한(피곤해보이

는)’, ‘강렬한(인상이 강한)’, ‘매서운(사나운)’, ‘남성스러운(남자

같은)’, ‘어린(젊어 보이는)’ 등의 순이다. 

따라서 20대의 얼굴에서는 예쁘고, 우아하고, 귀여운 이미지

가 부각되어 표출되는 반면에 60대 얼굴에서는 무섭고, 인상이

강하며 피곤해 보이는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어휘 성향에서 긍정적인 어휘와 부정적인 어휘의 특

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어휘의 표출된 수가 20대 보다

60대가 적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긍정적인 어휘가 많이 표

출된 반면에 60대에서는 부정적인 어휘가 많이 표출되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Table 3). 

20대와 60대에서는 외부지향적 어휘로 주로 많이 표현되어

졌고, 내부지향적 성향에서는 20대보다 60대의 이미지에서 어

휘가 많이 도출되었고, 양면지향적 성향에서는 60대보다 20대

의 이미지가 많이 도출되어졌다. 이미지 어휘 성향으로 20대와

60대의 얼굴 이미지 어휘를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각 성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내부지향적 성향은 20대는 긍정

적인 가치관과 부정적 가치관 어휘가 유사하게 표현되었지만,

60대 부정적인 가치관이 많이 표현되었다. 외부지향적 성향에

서는 20대는 매력성에서 긍정적인 어휘가 많은 반면, 60대는

부정적인 어휘가 많아 매력적이지 않은 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양면지향적 성향에서는 20대는 긍정적인 인성어휘가 많

은 반면에 60대는 부정적인 인성 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어휘의 성향으로 살펴본 20대의 얼굴은 긍정

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지만, 60대의 얼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어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여성 얼굴에서 20대와 60대의 이미지 어휘를 도출하여 수집

된 것을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는 예쁜, 귀여

운, 우아한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 어휘가 많은 반면에, 우울하

고, 날카로운, 고집센의 부정적인 이미지 어휘도 많이 나타났으

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강조하는 외부지향적인 성향의 어휘

가 많이 나타났다. 60대 여성 얼굴의 이미지는 피곤해보이는,

무서운, 우울한, 날카로운, 고집스러운 등의 비호감의 어휘와 외

부지향적인 성향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 20대는 젊고

예쁜 모습이 많으며, 60대는 굳어 있는 표정과 주름으로 인해

무섭고 피곤한 모습으로 보여 진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자인

20대가 20대의 얼굴에서 우울하고, 날카로운 이미지 또한 많은

것으로 보아 현대의 20대가 밝고 희망찬 것만은 아닌 것이 단

편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60대 얼굴에서 착한, 젊어보이

Table 3. Comparative Words of positive image and negative image in Women Faces of 20s and 60s (continued) 

20s 60s 20s 60s

Positive Frequency Positive Frequency Negativ Frequency Negativ Frequency

dollish 45 plump 16 severe 11

mature 45 greedy 14 laughable 11

lively 42 surprised 13 brisk 10

exotic 40 sleepy 12 artificial 10

diligent 39 old 10

편안한 34 asymmetry 10

very-charming 31

kind 26

mild 25

lovely 25

happy 23

skillful 23

favorable-impression 22

familiar 22

princesslike 14

refreshing 14

hincty 14

aggressiv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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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화한의 어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20대가 60대를

바라볼 때 바람직하고 선호하는 이미지 일 것이다. 하지만, 20

대와 60대 모두 여성 얼굴 이미지에서는 외부지향적인 성향에

서 이미지어휘의 수와 빈도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외모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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