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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se makeup design based on formative elements of facial 
image according to the facial image type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were performed. Surveys were conducted twice for empirical research. The survey targeted 
220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SPSS 12.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and T-test, ANOVA, Scheffé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cluded that the effective structural for-
mative ele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facial image. Second, by analyzing the dif-
ferences in perceiving naked facial image and modified face shape image, modified skin color im-
age, modified makeup color image of all types of facial image,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ve el-
emen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facial images, 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each factors.

Key words: facial image type(얼굴이미지 유형), facial shape(얼굴형태), make-up color(화장색), 
make-up design(메이크업 디자인), skin color(피부색)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Young-In Kim, e-mail: youngin@yonsei.ac.kr



服飾 第64卷 4號

- 2 -

Ⅰ. 서론
얼굴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체 일부로 타인

에게 가장 먼저 지각되고 흥미의 초점이 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얼굴이미지는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전

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얼굴이미

지는 얼굴형과 눈, 코, 입과 같은 신체적 요소와 화

장, 머리모양, 옷차림 등의 표현적 요소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특히 얼굴을 표현대상으로 하는 화장은

얼굴 형태와 피부색에 의해 연출방법이 결정된다. 화

장이미지는 형태, 색채, 질감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이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이 화장 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주거나 서로 결합하여 감정정서로서 전달됨으

로써 이미지 지각의 심리적인 효과를 좌우 한다. 이

와 같이 피부색과 얼굴의 형태들이 전체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얼굴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1)에 의하면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얼굴이미지들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얼굴의 인상과 형

태적 특성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특정한 형태

적 특징이 특정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얼굴이미지 유형

이 다양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상관성을 보였던 얼굴

의 물리적 항목이 얼굴형, 눈, 턱 등 형태와 관련된

일부 부위로 제한되어 있어 얼굴이미지와 얼굴의 형

태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얼굴이미지의 차

이를 나타내는 단서를 추출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얼굴이미지는

얼굴의 형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에 가장 먼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색채요소인 피부색과의 조

화로 형성되므로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얼굴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

안하는 선행연구들2)은 메이크업 디자인 제안 시 선

행연구의 결과나 트렌드 분석 또는 연구자의 경험에

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제안이 대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얼굴의 형태와 색채의 통합

적인 분석을 통하여 얼굴이미지 형성요소를 규명한

후 형성요소들을 메이크업에 적용하여 이미지 상승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얼굴이미지 형성요소에 따른
얼굴이미지

이 장에서는 얼굴이미지 형성요소를 신체적 요소

와 표현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얼굴이미지

형성요소에 따른 얼굴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얼굴형태에 따른 얼굴이미지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근거로 성격 특성에 대

한 신뢰할만한 인상을 형성하며, 특히 얼굴의 구조가

대인 지각에 강하면서도 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3)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은 얼굴이미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얼굴의

형태적 항목이 얼굴형, 눈, 턱 등 일부 부위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여 인상과

형태적 특징 간의 좀 더 구체적인 대응관계를 살펴

보기 위한 연구들4)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연구결과

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귀엽고 어려보이는 얼굴이미

지는 대체로 얼굴의 전체길이가 짧으며 눈이 크고

또렷하며 턱이 좁고 짧은 형태로, 귀여운 얼굴이미지

에 영향을 주는 얼굴부위는 주로 얼굴형, 이마, 턱,

피부로 눈, 코, 입과 같은 개별적 요소의 영향보다는

이목구비의 전체적인 구성 또는 얼굴의 인상이 주는

분위기가 귀여운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청순

하고 단정한 얼굴이미지는 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순한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세부 특징들은 다른 얼굴부위에 비하여 쌍꺼풀

의 두께, 눈의 모양 등 눈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청순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눈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

펴보면 눈이 크고 둥근 것 보다는 쌍꺼풀이 얇고 눈

의 가로 길이가 긴 눈의 형태를 띤다.

편안하고 친근한 얼굴이미지는 얼굴형이 갸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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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눈썹이 진하고 선명하며 눈은 크지만 둥글지 않

고 가로로 긴 형태이며 인중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가 하얗고 깨끗할 때 편안하고

친근하다고 하였다.

지적인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와 같은 성숙한 얼

굴이미지는 눈, 코, 입의 구체적인 형태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얼굴이미지 유형에

비하여 코의 너비, 코 높이 등 코와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추출되었다.

강하고 남성적인 얼굴이미지는 눈과 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눈은 쌍꺼풀이 얇고 세로로 길며 눈꼬

리가 올라간 형태이고 턱은 아래턱의 크기가 크고

돌출되어 있으며 각진 턱을 가질 때 강하고 남성적

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얼굴이미지와 얼굴의 세부적 특징을 살

펴본 결과, 귀여운, 어려보이는, 청순한 얼굴이미지는

이목구비의 전체적인 구성 또는 얼굴의 인상이 주는

분위기에 의하여 얼굴이미지가 결정되며 반대로 지

적인, 섹시한 얼굴이미지는 눈, 코, 입의 개별적 요소

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귀여운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강하고 남성적인 얼굴이미지는 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여운, 청순한

얼굴이미지에는 부적인 영향을, 강하고 남성적인 얼

굴이미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강한-여린, 남성적

인-여성적인을 결정하는 얼굴의 세부적인 항목은 턱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2. 피부색에 따른 얼굴이미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색은 피부 색소

에 의해 그 독특성이 결정되어 지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지역적 환경조건과 기후

에 따라 달라진다. 신체색의 주요 요소인 피부색, 모

발색, 눈동자색, 입술색 등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느

냐에 따라 얼굴이미지가 달라지며, 그 중에서도 얼굴

의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이

얼굴 이미지 형성의 주된 요인이다.

얼굴색으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은 오랜 옛날부

터 존재하였다. 한의학에서는 망진(望診)을 통해 사

람의 얼굴색인 안색을 살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얼굴에 드러나는 안색에서는 사람의 현재 상태

를 알리는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낯(빛)이 좋다', ‘낯

이 창백하다', ‘낯(빛)이 변하다' 등의 표현에서와 같

이 우리는 안색을 통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분과 감정 등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단지 피부색의 파악만

이 아닌 그 사람의 정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최초의 의서인 내경(內經)에서는 사람이

타고난 성품에 따라 얼굴의 색이 다르며 하나의 감

정에 치우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임을 밝히

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장면

을 목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체내에 열이 아주 많은 체질이 많으며 외향적이고

화를 잘 내고 성격이 조급한 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얼굴색에 따른 보편적인 성

향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얼굴이미지 평가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현대에는 개인이미지를 머리카락과 피부색의 대비

를 요인으로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유형을 분류하거나 사계절 유형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그에 따른 특성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

구5)들의 결과를 피부색과 얼굴이미지 중심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봄유형의 피부색은 약간 노란기가 있으며, 피부색과

머리색이 모두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대체로 어려보이며 발랄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준다.

여름 유형은 핑크빛이 도는 중간 혹은 어두운 피

부색을 지니며, 피부색과 머리색의 대조가 작은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차가우면서도 부드럽고,

이지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닌다.

가을유형은 붉은 기가 별로 없는 중간 또는 어두

운 피부색을 지니며 피부색과 머리색이 모두 어둡다.

이러한 유형의 얼굴이미지는 자연스럽고 온화하며

성숙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지닌다.

겨울 유형은 윤기가 많고 투명하며 푸른색이 감도

는 피부색을 지니며 사계절 유형 중 피부색과 머리

색의 대조가 가장 큰 유형이다. 이 유형의 얼굴이미

지는 날카롭고 도시적이며, 화사하면서 세련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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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요소

얼굴이미지

얼굴이미지 형성요소

신체적 요소 표현적 요소

얼굴형태 피부색 화장색

귀여운,

어려보이는

·작고 턱이 갸름한 얼굴형

·크고 또렷한 눈
·약간 노란기가 있는 피부

·피부색과 머리색이 모두 밝은

유형 ·아이섀도: 핑크/오렌지

·블러셔: 핑크

·립스틱: 누드/핑크

청순한

·얼굴선이 부드럽고 짧은 턱

·처진 눈썹

·눈두덩이 폭이 좁고 쌍꺼풀

·두께가 얇으면서 큰 눈

친근한,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얼굴선

·선명하고 진한 눈썹

·가늘고 긴 눈

·볼에 붉은 기가 별로 없는 중간

또는 어두운 피부색

·피부색과 머리색이 모두 어두운

유형

지적인

·계란형의 얼굴형

·눈두덩이 폭이 길면서

가로길이가 길고 큰 눈

·콧방울이 좁은 코

·입술산이 뾰족하고 얇은 입술

·핑크빛이 도는 중간 혹은

어두운 피부색

·피부색과 머리색의 대조가 가장

작은 유형

·아이섀도: 핑크/브라운

·블러셔: 브라운/그레이/퍼플

·립스틱: 핑크/레드/퍼플/

브라운

섹시한

·계란형의 얼굴형

·콧방울이 좁으면서 높은 코

·윗입술이 얇으면서 크고 처진 입

·윤기가 많고 투명하며 푸른빛이

감도는 피부색

·피부색과 머리색의 대조가 가장

큰 유형

·아이섀도: 브라운/퍼플/

블루/레드퍼플

·립스틱: 레드퍼플/레드/오렌지

강한,

활동적인

·이마길이가 짧고 턱이 크고

각진 얼굴형

·쌍꺼풀이 얇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

·아이섀도: 그린/블루/브라운

·립스틱: 핑크

<표 1> 얼굴이미지 형성요소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를 지닌다.

이와 같이 피부색, 머리카락색과 같은 신체색은

얼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색이 어떻게 조

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이미지를 나타

낸다.

3. 화장색에 따른 얼굴이미지
화장은 얼굴을 표현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얼굴이

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Hamid6)는 화장을 한 얼굴이 하지 않은 얼굴보다 더

좋은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Jouhar & Graha

m7)은 화장의 유무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성

격 추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모에서 화장

이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정적 단서가 됨을 시사

하고 있다.

화장이미지는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

변화의 특성에 관련 되어 변화하며, 이 요소들의 시

각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화장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서로 결합하여 감정으로 전달됨으로써 이미

지 지각의 심리적인 효과를 좌우 한다. 그 중에서도

색채는 화장 이미지 표현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색

의 음영을 이용하여 얼굴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기능을 가지며, 그 바탕이 되는 피부색과 메이크

업 색상의 조화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 한다.8) 특

히 개개인이 지닌 피부색의 차이에 의하여 색채조화

의 다양성은 더욱 광범위 해진다. 또한 화장색의 표

현이나 배색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색에 따라 이미

지 지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미지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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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메이크업에서 주로 색상을 이

용하여 변화를 주는 부분은 눈, 볼, 입술로 화장 이

미지는 세 부위의 배색에 따라서 달라지며 특히 눈

과 입술의 색은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9)

화장색과 얼굴이미지와 관련한 선행연구10)를 살펴

보면<표 1>, 화장에서 아이섀도, 블러셔, 립스틱의 배

색에 따라 얼굴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동일한

얼굴도 화장색의 조합에 따라 이미지가 다를 수 있

다. 또한 색상 뿐 만 아니라 색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얼굴이미지가 달라지며 특히, 립스틱의 색조변화는

얼굴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아이 섀도와 블러셔가 갈색일 경우에는

지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아이섀도와 립스틱이

핑크일 경우에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이미지를 제외하고

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자극물 대상에

적용한 배색 팔레트의 추출방법이 연구마다 달랐으며

자극물 모델의 얼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얼굴이미지는 형태와 색채의 통합적 지각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화장 배색이라도 다른 얼굴 형

태의 사람에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얼굴 형태와 화장 색채가

조합되어 얼굴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얼굴이미지평가를 위한 실험대상 선정
이 연구는 총 2차례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1

차에서는 맨얼굴이미지를, 2차에서는 형태와 피부색

및 화장색 수정 메이크업을 적용한 얼굴이미지를 평

가하였다. 1차 설문을 위한 실험대상의 선정은 20-25

세의 한국여성 55명 중 예비조사를 통해 각 얼굴이

미지 유형을 대표하는 자극물을 유형별로 3장씩 추

출하여 총 12개로 선정되었다. 예비조사는 서울, 수

도권 지역 20대 남, 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

행연구에서 추출한 18개의 얼굴이미지 관련 형용사

로 얼굴이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2차 설문을

위한 실험대상은 1차 설문조사의 요인분석과 마노바

분석결과에 의해 선정되었다. 1차 설문에서의 얼굴이

미지 평가에 의해 분류된 4가지의 얼굴이미지 유형

을 마노바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얼굴이

미지 유형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자극물을 실험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을 평균값으로 정한 이

유는 이 실험의 목적이 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용시킨 화장을 했을 때 의도한 이미지에

대한 상승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2. 얼굴계측항목 및 계산․지수항목
얼굴의 형태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사진을 이용

한 간접계측을 하였다. 계측을 위한 계측항목은 마틴

과 셀러에 의해 정의된 전통적인 기준점과 얼굴에서

화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총 34개의 계측점을

이용하여 얼굴형,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과 관련된

총 36개의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항목을 이용

하여 얼굴의 실질적인 형태 분석을 위한 계산항목과

지수항목을 추출하였다.

3. 얼굴 형태 수정 이미지의 자극물 제작
1) 얼굴이미지 유형별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형태 수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 형성 지수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1차 설문

결과로 도출된 한국여성의 대표 얼굴이미지 유형인

동안성, 세련성, 친근성, 활동성의 4개의 유형과 얼굴

계측 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동안성 유형 4개 항목, 세련성 유형 4개 항목,

친근성 유형 2개 항목, 활동성 유형 4개 항목이 추출

되었다.

2) 얼굴 형태 수정 메이크업 디자인 선정

형태 수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이미지 지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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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메이크업으로 형태만을 수정했을 때 이미

지 지각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메이크업은 색을 매개로 한 착시를 사용하여

얼굴을 수정하는 방법이므로 색을 사용하지 않고 형

태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베이스메이크업의 색은

모델의 원래의 색과 가장 유사한 색과 톤을 선택하

였으며 다른 이목구비에 적용하는 메이크업 색상 역

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을 선택하여 최대한 색상의

표현을 제한한 음영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3) 자극물 촬영 및 제작

자극물의 촬영을 위한 환경은 카메라(Nikon D-

200), 렌즈(Nikon 50mm) 셔터스피드(1/60), 조명

(500w 태양광 전구), 피험자의 눈동자와 렌즈까지의

거리(182cm)로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환경과 기자

재로 촬영이 이루어졌다. 자극물의 제작은 촬영한 사

진을 설문조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

픽 프로그램(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자극

물 촬영과 제작광정 모두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조

건으로 이루어졌다.

4. 피부색 수정이미지의 자극물 제작
1) 피부색 선정

자극물 제작 시 필요한 피부색의 CIE L*a*b값을

얻기 위하여 실험 대상의 피부색을 측정하였다. 피부

색의 측색은 얼굴 촬영 시에 함께 진행되었으며 측

색기(Minolta CR-200)를 활용하여 실험대상의 이마,

양쪽 볼, 턱의 4군데를 측색하여 계측치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피부색의 변화는 밝은 톤, 어두운 톤, 노

란 톤, 붉은 톤의 4가지로 하였으며 4가지 톤 값으로

수정하기 위한 기준치는 김영인11)의 연구에서 제시

한 개인 색채 12피부색을 참고하여 밝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붉은 톤의 CIE L*a*b 값을 정하였다.

2) 자극물 제작

피부톤의 변형은 추출한 CIE L*a*b값을 적용하여

포토샵으로 작업하였다. 피부색 이외에 눈, 눈썹, 입

술 등의 신체색이 변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영역을 따로 설정하여 피부톤의 변화를 주었다. 밝은

톤은 S1, 어두운 톤은 S2, 노란 톤은 S3, 붉은 톤은

S4로 정하였으며 자극물의 배경은 검정으로 처리하

였다.

5. 화장색 수정이미지의 자극물 제작
1) 화장색 선정 및 배색 이미지 추출

화장색 수정이미지의 자극물에 적용할 배색이미지

추출을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12)를 바탕으로 화장색

을 선정하고 선정된 화장색을 바탕으로 실무경력 10

년 이상의 석․박사 12명의 FGI(Focus Group Inter-

view)를 통해 배색팔레트를 추출하였다. 이후 얼굴이

미지별 대표 배색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2명이

추출한 각 이미지별 배색 60개의 빈도를 분석하여 1

단계에서 톤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 색상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각 이미지별로 5개의 배색이미지를 추출

하였다.

2) 자극물 제작

화장색 수정이미지의 자극물의 제작은 각 얼굴이

미지별로 추출된 5가지의 배색을 베이스메이크업만

한 상태의 자극물 사진에 포토샵을 활용하여 제작하

였다. 배색이미지에 따라 M1～M5번으로 자극물의

번호를 정하였고, 자극물의 배경은 동일하게 검정으

로 처리하였다.

6. 얼굴이미지 평가 및 분석방법
얼굴형태와 피부색 및 화장색 변화에 의한 얼굴이

미지 지각 차이를 평가는 18개의 형용사어로 된 5점

척도의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총 2차에 걸쳐 이루어

진 본설문을 위한 설문대상은 20대 남, 녀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입견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1차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차 설문에서의 참

여를 제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표집으로 설문대상

의 지역과 학교를 한 곳으로 제한하여 표집을 하였

다. 그 이유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는 설문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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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제1발제면적 눈썹처짐 쌍꺼풀지수 하안턱고지수

동안성 -0.61* 0.80** 0.4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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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동안성 유형과 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한 조건에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설문

대상 집단의 기타속성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조사기간은 1차는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

까지, 2차는 2012년 9월 10일부터 2012년 9월 20일까

지이며, 설문지법으로 평가하였다. 수합된 설문지 중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총 220부의 설문지가 통

계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SPSS 12.0을 활용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 등을 실시하였다.

Ⅳ. 얼굴이미지 유형별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얼굴이미지 유형별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얼굴이미지 유형과 물리적 특성 간

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안성 유형의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동안성 유형과 얼굴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동안성 유형은 제1발제면적, 눈썹처

짐, 쌍꺼풀지수, 하안턱고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특히 눈썹처짐과 쌍꺼풀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

를, 제1발제면적과 하안턱고지수는 부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는 눈썹이 처질수

록, 쌍꺼풀이 두꺼울수록, 이마의 발제선이 둥근 형

태일수록, 아래턱이 좁을수록 동안성 이미지를 형성

함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동안

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세부특징을 박은아, 서현숙13)

은 눈크기와 모양, 이소영14)과 박수진15)은 턱 넓이

와 턱의 상하 길이라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눈썹처짐 항목의 경우는 김효선

외16)의 연구에서 청순한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의 동안성 유형의 하위요인

에 청순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 역

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소

영17)의 연구에서는 동안과 이마의 넓이가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마의 넓이

보다는 이마의 발제선 면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발제면적이 넓을수록 이마의 넓

이 또한 넓어보이므로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세련성 유형의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세련성 유형과 얼굴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세련성 요인은 눈두덩이 폭, 검은

눈동자 면적, 콧방울지수, 입술산 너비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특히 눈두덩이 폭과 검은

눈동자면적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콧방울지수와 입

술산너비지수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눈두덩이의 폭이 클수록, 검은 눈동

자가 클수록, 콧방울이 작을수록, 입술산이 좁을수록

세련성 이미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8)에서

는 코의 너비가 좁고 눈의 가로 길이가 길수록 지적

인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코의

너비가 좁은 것은 일치하나 눈의 가로 길이보다 눈

두덩이의 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은 눈동자 면적의 경우, 관련한 선행 연구로 김범

준19)의 연구에서 눈동자 크기가 클 경우 매력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있으나 정확히 어떤 유형의 매력

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려보이

기 위해서 써클렌즈를 착용하는 최근 트랜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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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눈두덩이 폭 검은눈동자면적 콧방울지수 입술산너비지수

세련성 0.63* 0.60* -0.86***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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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친근성과 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항목

유형
제1발제면적 눈썹처짐

친근성 -0.7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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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활동성과 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항목

유형
제1발제면적 눈썹처짐 쌍꺼풀지수 하안턱고지수

활동성 0.77** -0.75** -0.67*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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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세련성 유형과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지어 볼 때 검은 눈동자 면적과 동안성과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세련성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근성 유형의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친근성 유형과 얼굴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친근성 요인은 제1발제면적과 눈썹

처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눈썹처짐과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제1발제면적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눈썹이 처질수록,

이마선이 둥근 형태일수록 친근성 이미지를 형성함

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형태적 특성으로 얼굴형, 눈썹, 눈, 입, 피부색과 관

련된 항목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눈썹과 이마와

관련된 항목만 추출되었다. 또한 동안성 유형을 형성

하는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4개 항목 중 2개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안성 유형의 얼

굴은 귀엽고 어려보이는 동시에 친근하고 편안해 보

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활동성 유형의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
추출

활동성 유형과 얼굴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활동성 유형은 제1발제면적, 눈썹처

짐, 쌍꺼풀지수, 하안턱고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눈썹처짐, 쌍꺼풀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제

1발제면적과 하안턱고지수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눈썹이 올라갈수록,

쌍꺼풀이 얇을수록, 이마모양이 M자 형태에 가까울

수록, 아래턱이 넓을수록 활동성 이미지를 형성함을

나타낸다. 이는 쌍꺼풀 두께와 턱의 크기와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는 박종섭 외20)과 김

효선, 한재현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눈썹

과 이마와 관련된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

았다.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별 형성요소와 메이크업 디자인의 효과

- 9 -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얼굴형태수정 t

동안성 2.46±0.74 2.41±0.73 0.82

세련성 2.23±0.72 2.15±0.81 1.14

친근성 3.24±0.84 2.99±0.85 -3.10**

활동성 2.72±0.87 2.87±0.8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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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세련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얼굴형태수정 t

동안성 2.37±0.73 2.34±0.73 0.38

세련성 2.45±0.72 2.44±0.60 0.89

친근성 2.99±0.86 3.14±0.82 -1.86

활동성 2.75±0.82 2.86±0.7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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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동안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Ⅴ. 얼굴이미지 유형별 형성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이 장에서는 얼굴이미지 유형별로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 영향요소를 메이크업을 통해 검증하기 위

한 단계로 맨얼굴이미지와 메이크업 후의 얼굴이미

지에 대한 지각차이를 비교였다.

1. 얼굴이미지 유형별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1) 동안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동안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근성 유형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동안성 유형의 얼굴

형태요소와의 상관지수를 형태수정 메이크업에 적용

했을 경우 동안성 이미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오히려 친근성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쳐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안성 이미지를 나타

내기 위하여 형태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더 어려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메이크업으

로 인해 친근함과 자연스러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2) 세련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세련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떠한 얼굴이미

지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이

는 세련성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요소

보다는 색채와 관련한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친근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친근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안성, 세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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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얼굴형태수정 t

동안성 3.00±0.70 2.41±0.75 -8.43***

세련성 3.34±0.68 2.76±0.68 -8.91***

친근성 2.93±0.81 2.85±0.76 1.05

활동성 2.57±0.72 2.82±0.7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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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활동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얼굴형태수정 t

동안성 2.28±0.70 1.93±0.63 5.49***

세련성 2.86±0.69 2.83±0.79 0.41

친근성 2.64±0.75 2.08±0.64 8.39***

활동성 2.91±0.81 3.44±0.7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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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친근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활동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수정메이크업을 했을 때

동안성, 세련성 이미지는 평균이 감소하고 활동성 이

미지는 증가하였다. 이는 친근성 이미지의 유형일 경

우 형태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오히려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활동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활동성 유형의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안성, 친근성,

활동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안성, 친근성 이미지의 평균

값은 감소하였으나 활동성의 평균값이 증가 했다. 이

는 활동성 유형은 활동성 이미지를 더 강조하려고

할 때 형태수정 메이크업을 활용했을 때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얼굴이미지 유형별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피부색이 얼굴이미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얼굴이미지 유형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안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동안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이미지에 대

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밝은 톤,

어두운 톤, 노란톤, 붉은 톤의 4개의 자극물 중 가장

어려보이는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표 10>

과 같이 밝은 톤의 피부색 이미지의 빈도가 129명

(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1차 설문에

서 평가했던 맨얼굴이미지의 평균과 밝은 톤 피부색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피부색의 변화는 동안성 이미지의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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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 번호 S1 S4 S2 S3

자극물

이미지

피부색 밝은 톤 붉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빈도(%) 114(52.1%) 80(36.5%) 20(9.1%) 5(2.3%)

<표 13> 세련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S1번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피부색수정 t

동안성 2.37±0.73 2.62±0.69 -2.97*

세련성 2.45±0.72 2.86±0.62 -5.90***

친근성 2.99±0.86 3.45±0.57 -5.80***

활동성 2.75±0.82 2.55±0.5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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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가장 세련된 피부색 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자극물 번호 S1 S4 S2 S3

자극물

이미지

피부색 밝은 톤 붉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빈도(%) 129(59.4%) 61(28.1%) 15(6.9%) 12(5.9%)

<표 11> 동안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S1번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피부색수정 t

동안성 2.46±0.74 2.45±0.75 0.19

세련성 2.23±0.72 2.23±0.69 -0.02

친근성 3.24±0.84 3.10±0.78 1.57

활동성 2.72±0.87 2.70±0.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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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가장 어려보이는 피부색 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2) 세련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세련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이미지에 대

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밝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붉은 톤의 4개의 자극물 중 가

장 세련된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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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번호 S4 S2 S1 S3

자극물

이미지

피부색 붉은 톤 어두운 톤 밝은 톤 노란 톤

빈도(%) 135(61.4%) 35(15.9%) 31(14.1%) 19(8.6%)

<표 15> 친근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S4번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피부색수정 t

동안성 3.00±0.70 2.93±0.76 0.76

세련성 3.34±0.68 2.80±0.82 6.66***

친근성 2.93±0.81 3.44±0.64 3.61***

활동성 2.57±0.72 2.49±0.6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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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가장 친근한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와 같이 밝은 톤 피부색이미지의 빈도가 114명(52.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련성 유형은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에서도 피부색의 측색치가 평균에 비하여

약간 밝은 톤의 피부색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유형

중에서도 피부 톤이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1차에서 평가했던 맨얼굴이미지와 밝은 톤 피부

색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표 13>과 같이 모

든 얼굴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피부색을 맨얼굴에 비해 더 밝게 했

을 경우, 세련성 뿐 만 아니라 동안성, 친근성 이미

지의 평균이 증가했으며 반면, 활동성 이미지는 피부

색을 밝게 했을 때 감소하였다.

3) 친근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친근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이미지에 대

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밝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붉은 톤의 4개의 자극물 중 가

장 친근한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표 14>

와 같이 붉은 톤 피부색이미지의 빈도가 135명(61.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맨 얼굴이미지와 붉은

톤 피부색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련성, 친

근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15>. 실

험대상의 피부색을 맨얼굴보다 더 붉은 톤으로 수정

한 결과, 친근성 이미지의 평균은 증가하였으나 세련

성 이미지는 감소하였다. 이는 친근성 이미지는 피부

색의 명도보다는 붉은 톤의 영향을 받으며 세련성

이미지는 피부색의 명도에 의한 지각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련성 유형에서 나타난 지각 차이 결과와

비교하면 친근성 이미지는 피부색이 밝아졌을 때도

이미지가 상승했으며 붉은톤을 연출했을 때도 상승

하였다. 피부색이 붉어지면 같은 명도라도 시각적으

로 더 어두워보이므로 친근성 이미지는 피부색의 밝

고 어두운 정도보다는 붉은 정도에 더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세련성 이미지는 피부색이 붉

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맨얼굴일 때보다 더 어둡게 보

여 이미지의 평균값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활동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

활동성 유형의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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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번호 S4 S2 S1 S3

자극물

이미지

피부색 붉은 톤 어두운 톤 밝은 톤 노란 톤

빈도(%) 73(33.2%) 63(28.6%) 56(25.5%) 27(12.3%)

<표 17> 활동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S4번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 피부색수정 t

동안성 2.28±0.70 2.47±0.69 -2.04*

세련성 2.86±0.69 3.03±0.74 -1.86

친근성 2.64±0.75 2.98±0.82 -3.28**

활동성 2.91±0.81 3.16±0.6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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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가장 활동적인 피부색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증하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이미지에 대

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밝은 톤,

어두운 톤, 노란 톤, 붉은 톤의 4개의 자극물 중 가

장 활동적인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표

16>과 같이 붉은 톤 피부색이미지의 빈도가 73명

(3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맨얼굴이미

지와 붉은 톤 피부색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동안성, 친근성, 활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련성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7>.

3. 얼굴이미지 유형별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
화장색이 얼굴이미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하기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얼굴이미지 유

형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안성 유형의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

동안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5개의 화장이미지

중 가장 어려보이는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M4번 자극물 이미지의 빈도가 83명(38.1%)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표 18>. M4번의 화장이미지에 사

용된 배색이미지를 살펴보면 5개의 배색이미지 중

가장 색상과 색조의 차이가 적은 화장배색으로 누드

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화장이미지를 동안성 이미지

와 가깝게 생각하며, 또한 M3번과 M5번의 배색이미

지에서와 같이 아이섀도의 색상이 두드러진 경우에

는 동안성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안성 유형의 평균값을 지닌 실험 대상

의 맨얼굴이미지와 M4번 화장이미지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형태수정이미

지와 마찬가지로 화장이미지에서도 동안성 이미지에

대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9>.

2) 세련성 유형의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

세련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5개의 메이크업 변

형 자극물 중 가장 세련된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3번 자극물 이미지의 빈도가 121명(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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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번호 M4 M1 M2 M3 M5

자극물 이미지

화장색

빈도(%) 83(38.1%) 60(29.5%) 49(22.5%) 14(6.4%) 12(5.5%)

<표 19> 동안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M4번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이미지 화장이미지 t

동안성 2.46±0.74 2.60±0.78 -1.42

세련성 2.23±0.72 2.15±0.68 0.92

친근성 3.24±0.84 3.37±0.83 -1.18

활동성 2.72±0.87 2.75±0.80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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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가장 어려보이는 화장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자극물번호 M3 M4 M1 M2 M5

자극물

이미지

화장색

빈도(%) 121(55.5%) 40(18.3%) 36(16.5%) 15(6.9%) 6(2.8%)

<표 21> 세련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M3번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이미지 화장이미지 t

동안성 2.37±0.73 2.30±0.64 0.75

세련성 2.45±0.72 2.87±0.70 -5.14***

친근성 2.99±0.86 2.98±0.74 0.16

활동성 2.75±0.82 2.54±0.7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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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가장 세련된 화장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0>. 빈도가 높게 나타

난 M3번과 M4번 화장이미지의 배색특성을 살펴보

면, 색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유사색상

에 명도대비를 활용한 배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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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번호 M4 M2 M1 M3 M5

자극물

이미지

화장색

빈도(%) 109(49.8%) 68(31.1%) 26(11.9%) 10(4.6%) 6(2.7%)

<표 23> 친근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M4번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이미지 화장이미지 t

동안성 3.00±0.70 3.02±0.73 -0.32

세련성 3.34±0.68 2.84±0.88 5.58***

친근성 2.93±0.81 3.41±0.71 -5.43***

활동성 2.57±0.72 2.35±0.53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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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가장 친근한 화장이미지에 대한 빈도 결과

다음으로 세련성 유형의 평균값을 지닌 실험 대상

의 맨얼굴이미지와 M3번 자극물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련성과 활동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표 21>. 세련성이미지는 맨얼굴이미지보다 화

장이미지에서 평균이 증가하였으며, 활동성이미지는

평균이 감소하였는데 화장을 통해 세련성 이미지를

추구할 경우 세련성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활동성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친근성 유형의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

친근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5개의 메이크업 변

형 자극물 중 가장 친근한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표 22>와 같이 M4번 자극물 이미지의 빈

도가 109명(4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M4번과 M2번의 화장이미지의 배색을

살펴보면 아이섀도는 자연스럽게 하고 블러셔나 립

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특히, 블러셔를 강조할

경우는 아이섀도와 립스틱의 색상과 색조를, 립스틱

을 강조할 경우에는 아이섀도와 블러셔의 색상과 색

조를 유사하게 한 까마이외 배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맨얼굴이미지와 M4번 자극

물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동안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23>. 원래

의도한 친근성 이미지가 맨얼굴이미지 보다 화장이

미지에서 높게 나타나 친근성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화장색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근성

이미지가 증가한 동시에 세련성과 활동성 이미지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세련성 이미지의 경우 친근성을

높여주는 형태수정이미지나 피부색이미지에서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 친근성을 강조할 경우 세련성은

감소하여 두 이미지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활동성 유형의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

활동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5개의 메이크업 변

형 자극물 중 가장 활동적인 얼굴이미지를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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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번호 M2 M1 M4 M3 M5

자극물

이미지

화장색

빈도(%) 111(50.7%) 62(28.3%) 26(11.9%) 11(5.0%) 9(4.1%)

<표 25> 활동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와 M4번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

자극물이미지

지각이미지
맨얼굴이미지 화장이미지 t

동안성 2.28±0.70 2.56±0.77 -3.33**

세련성 2.86±0.69 3.08±0.78 -2.65**

친근성 2.64±0.75 3.19±0.82 -6.12***

활동성 2.91±0.81 2.77±0.7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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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활동성 이미지에 어울리는 화장색채에 대한 빈도

한 결과, 2번 자극물 이미지의 빈도가 111명(50.7%)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4>. 빈도가 높게 나타난

M2번과 M1번의 화장이미지의 배색을 살펴보면 두

배색이미지가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배색1번

의 아이섀도의 색상을 제외하고는 주로 R색상 중에

서도 7.5R, 10R과 같은 RP보다는 YR에 가까운 색상

들로 유사색조로 배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활동성 유형의 평균값을 지닌 실험 대상

의 맨얼굴이미지와 M2번 자극물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활동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

성 이미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동안성, 세련

성, 친근성 이미지에서는 맨얼굴이미지보다 화장이미

지에서 평균이 상승하였다.

4. 얼굴이미지 유형별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얼굴이미지 유형별 맨얼굴이미지, 얼굴형태수정이

미지, 피부색수정이미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6>.

1) 동안성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동안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피부색수정이미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6>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안성 유형의 경우는 메이크

업을 활용한 어떠한 연출 방법으로도 동안성 이미지

가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

는데 먼저 동안성 이미지는 선천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으로 메이크업만으로는 연출이 어려

운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동안성 이미지

를 인식할 때 메이크업과 같은 인위적인 요소는 정

도에 따라 동안성 지각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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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미지유형 맨얼굴 얼굴형태수정 피부색수정 화장 F

동안성 2.47±0.74 2.41±0.73 2.45±0.75 2.60±0.78 1.39

세련성
2.45±0.72

(B)

2.44±0.60

(B)

2.86±0.62

(A)

2.87±0.70

(A)
19.85***

친근성
2.93±0.81

(B)

2.85±0.76

(B)

3.45±0.64

(A)

3.41±0.71

(A)
27.46***

활동성
2.91±0.81

(B)

3.44±0.74

(A)

3.02±0.78

(B)

2.77±0.73

(B)
25.73***

*p<.05, **p<.01, ***p<.001
**scheffé 검증 결과

<표 26> 각 얼굴이미지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결과

2) 세련성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세련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 형태수정이미지, 피

부색수정이미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세련성 얼굴에 대한 얼굴이미지 차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é

검증 결과에 따르면, 세련성 유형은 피부색수정이미

지와 화장이미지에서 가장 부각되었으며, 형태수정

이미지의 경우는 세련성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26>. 이는 세련성 유형은 동안성 유형과

는 달리 후천적인 표현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3) 친근성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친근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피부색수정이미지, 화장이미지에 대한 지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친근성 유형에 대한 얼굴이미지 차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검증 결과에 따르면, 친근성 유형은 세련성 유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부색수정이미지와 화장

이미지에서 가장 부각되었다.

4) 활동성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활동성 유형의 맨얼굴이미지, 얼굴형태수정이미지,

피부색수정이미지, 화장이미지의 지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 얼굴에 대한 얼굴이미지 차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é 검증

결과에 따르면, 활동성 유형은 얼굴형태수정 메이크

업을 했을 때 가장 부각되었으며, 피부색이미지와 화

장이미지의 경우는 활동성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얼굴이미지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를 비교하

면 <표 27>과 같다.

Ⅵ.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얼굴이미지 관리를 위해

얼굴의 형태와 색채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얼굴

이미지 형성요소를 규명한 후 그 요소들을 메이크업

에 적용하였을 경우 특정얼굴이미지에 대한 메이크

업의 효과가 상승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이미지 유형별 얼굴형태요소와의 상관

지수를 추출한 결과,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라 영향을

주는 상관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동안성 유형과 활

동성 유형은 유사성에 큰 차이가 있는 얼굴이미지

유형이며, 동안성 유형과 친근성 유형은 서로 유사한

얼굴이미지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20대

대학생들은 동안얼굴을 친근하게 받아들임을 의미하

며 이를 통해 활동적인 얼굴은 친근성이 낮은 얼굴

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세련성 유형은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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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미지유형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동안성

얼굴형태

·둥근형태의 이마

·하강형 눈썹

·짙은 쌍꺼풀

·작고 좁은 턱

피부색 밝은 톤

화장색
·p, lt, b 색조의 R, RP계열의 색상

·유사색상, 유사색조

메이크업효과비교 ·동안성 유형은 어떠한 요소에서도 동안성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음

세련성

얼굴형태

·눈두덩이 폭이 넓은 눈

·좁은 콧방울

·좁고 뾰족한 입술산

·검은 눈동자가 큰 눈

피부색 밝은 톤

화장색
·lt, b, sf 색조의 R, YR계열과 무채색

·유사색상, 명도대비

메이크업효과비교 화장색수정>피부색수정>얼굴형태수정>맨얼굴

친근성

얼굴형태
·둥근 형태의 이마

·하강형 눈썹

피부색 붉은 톤

화장색
·p, lt, b색조의 R, YR계열

·유사색상, 유사색조

메이크업효과비교 피부색수정>화장색수정>얼굴형태수정>맨얼굴

활동성

얼굴형태

·M자 형태의 이마

·상승형 눈썹

·얇은 쌍꺼풀

·크고 넓은 턱

피부색 붉은 톤

화장색
·lt, b, sf 색조의 R, YR계열과 무채색

·유사색상, 유사색조

메이크업효과비교 얼굴형태수정>피부색수정>화장색수정>맨얼굴

<표 27> 각 얼굴이미지 유형의 영향요소에 따른 메이크업의 효과 비교

른 얼굴형태요소와 상관성이 있어 다른 세 유형과는

달리 판단의 기초가 되는 형태적 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얼굴형태 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안성, 친근성, 세련성 이미지는 형태적 특성

의 강조를 통해서는 이미지 상승이 어려우나 활동성

유형의 경우에는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형태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대체로 동안성 이미지와 친근

성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안성 이미지와 친근성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얼굴 계

측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는 형태

적 특성과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형태를 강조하는 메

이크업의 인위적인 표현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동안성과 친근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동안성과 친근성 이미지를 상승시키

기 위해서는 형태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지양하거

나 형태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피부색수정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먼저 얼굴이미지 유형별 피부색이미지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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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결과, 동안성과 세련성 유형은 밝은 톤에서 빈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근성 유형과 활동성

유형은 붉은 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얼굴이미지

유형별 맨얼굴이미지와 피부색수정이미지의 지각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친근성, 세련성, 활동성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안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색조 메이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

저, 얼굴이미지 유형별 화장이미지를 선택하게 한 결

과, 동안성 유형은 립스틱에 포인트를 준 배색에서,

친근성과 활동성 유형은 Red와 YellowRed를 중심으

로 한 유사색조 배색에서, 세련성 유형은 저채도와

저명도의 아이섀도로 포인트를 준 배색이미지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맨얼굴이미지와 화장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련성, 친근성, 활동성 유형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안성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얼굴 이미지 유형별 영향요소에 따른 메

이크업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세련성 유형과 친근성

유형은 피부색수정 메이크업과 색조 메이크업에서,

활동성 유형은 얼굴형태수정 메이크업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의 상승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안성 유형은 어떠한 이미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근성과 세련성을 상승시키

기 위해서는 형태를 수정하기 보다는 피부색 수정이

나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반면, 활동

성이미지를 연출할 때는 얼굴형태를 강조하는 메이

크업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얼굴형태와 색채의 통합적이고 객관적

인 분석을 통해 얼굴이미지 연출 시 영향을 미치는

형성요소를 체계화한 것으로 이미지메이킹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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