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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kin colors of females between the ages of 25-35 from Korea, China, and Vietnam were measured in

Seoul, Beijing, and Hanoi using the Minolta CM-600d spectrophotometer. CIE Lab and Munsell HVC data

of the face (forehead and both cheeks) and body (neck and arm) were analyzed using t-test, Analysis of Va-

riance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K-Means Cluster Analy-

sis using SPSS software. Korean females showed the highest L and V values for the face and body; Vietna-

mese females showed the highest b value in the face and the highest a value in the body. Higher L and b

values for the face were related to higher L and b values of the body; this relationship was more prominent

in Korean females. The younger age group (25-29) showed higher L values and lower b values than the

older age group (30-35). Females from Korea, China, and Vietnam were grouped into Type 1 and Type 2

based on skin color. Type 1 had darker skin with more redness and yellowness and Type 2 had lighter skin

with less redness and yellowness. A total of 88.2% of Korean females belonged to Type 2, 80.4% of Viet-

namese females were Type 1, and Chinese females indicated an even distribution of Type 1 and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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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피부색은 인종을 분류하는 기본적 요소 중 하나로 같

은 인종 안에서도 나라에 따라, 그리고 거주지역이나 직

업, 개인의 유전적 특성, 생활패턴 등에 따라 차이가 난

다. 사람들은 각각 피부색에 따라 화장품과 의복과 같은

개인용품을 선정하고 사용하므로 피부색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뷰티 및 의류제품의 기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Woo & Kim, 2011). 피부색은 소비자가 메이컵베이

스나 파운데이션, 립스틱과 같은 색조화장품을 선택할

때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Yoon, 2006).

아시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최근 색

조화장품의 성장세가 기초화장품의 성장세를 능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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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oi, 2016; L'Oréal, 2015; Seo, 2015). Yoon(2015)

은 중국인이 기초화장품과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있

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산을 선호하는 반면 BB/CC크림,

페이스파우더, 블러셔, 메이컵픽서 등의 색조화장품은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 내 화장품 판매상의

80.0%가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그 중 반 이상이 색조화장품을 선택하였다(Li, 2016). 중

국의 화장품 시장점유율을 볼 때, 1위인 L'Oréal Group

이 1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대표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2.0%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며 색조

화장품은 좋은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Choi, 2016; Seo,

2015). 따라서,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아시아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색

조화장품 개발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색조화장품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피부

색에 대한 컬러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피부

색 연구는 주로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실측 연구는 없다. 아시아 여성들의 피부색에 적합한 색

조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과 아시아

다른 국가 여성들의 피부색에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 조

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 K-뷰티

인지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색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한국 여성의 피부색 특성

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측색을 통해

한국, 중국 및 베트남 젊은 여성들의 피부색 특성을 비

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여성

들의 피부색에 맞는 K-뷰티 색조화장품 개발에 기여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의 부위별 피

부색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은 얼굴색과

몸색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피부색 특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4.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의 부위별 피

부색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연구문제 5.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은 각각 어떤

피부색 유형에 더 많이 속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피부색

피부색은 피부 표피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외에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표피의 카로

틴 색소 등의 영향도 받는다(Kwak et al., 2010). 멜라닌

색소는 갈색 혹은 흑색을 내는 유멜라닌(eumelanin)과 노

란색 혹은 붉은색을 내는 페오멜라닌(pheomelanin)으로

구분되며 둘 중 어느 색소가 더 많이 생성될지는 유전자

에 의해 결정된다. 즉, 아프리카인은 유전자 기전이 동

양 혹은 서양인과 기본적으로 달라 유멜라닌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부색이 검다(Wikipedia, 2017a).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멜라닌의 생성

이 억제되는 유전자 기전을 갖고 있으며 노스름한 피부

와 헤모글로빈 영향에 의한 불그스름한 피부로 구분되

어진다(Shin, 2016; Wikipedia, 2017a).

멜라닌은 표피 맨 아래층에 존재하는 색소형성 세포

인 멜라노사이트(melanocyte) 안에서 만들어진다. 멜라

닌 색소는 멜라노사이트 내에 있는 과립상의 소기관인

멜라노좀(melanosome)에서 합성되고 저장되며, 멜라노

사이트는 손가락과 같은 덴드라이트(dendrite) 구조를

통해 완성된 멜라노좀 과립들을 표피 위층으로 퍼뜨린

다(Haake et al., 2001). 멜라노사이트 세포의 수는 피부

1mm
2
당 약 1,200개로서 모든 인종이나 사람에 관계없

이 동일하지만 인종별로, 그리고 사람에 따라 멜라노사

이트의 활동량이 다르며 이에 따라 멜라노좀 과립의 크

기와 양, 밀도 등이 달라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갖게 된다

(Cichorek et al., 2013).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티로신 단

백질로부터 출발하여 합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외선이

촉매 역할을 한다(Haake et al., 2001). 즉, 자외선을 많이

쬐면 멜라노사이트 활동이 활발해져서 더 많은 양의 멜

라닌 색소가 합성되며 이는 피부색을 더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 안의 영양소가 파괴되

는 것을 막아 준다(Smithsonian Institution, 2017). 멜라닌

색소가 적은 투명한 피부의 경우 혈액 내 헤모글로빈 색

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표피 주변 혈관에 산소

가 풍부할 경우 피부색은 핑크빛을 띠며 빈혈과 같이 혈

관 내 산소가 부족할 경우 푸른빛을 띤다(Brown, 2009).

카로틴은 피부색을 누렇게 하며 당근, 귤 등 카로틴이

들어있는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피부가 평

상시보다 누렇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Brow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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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색 측정 연구

뷰티와 패션분야에서 피부색을 측정한 국내의 연구

는 2000년대 이후 주로 발표되었다. Lee and Kim(2002)

과 Kim and Chung(2002) 등은 각각 20~60대와 60~92세

의 연령대별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피부색을, 그리고

Kim(2003)은 20~59세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피부색을

측정하였다. Park(2001)은 남녀 대학생에 대해, 그리고

Kim and Chun(2011)은 2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피부색

과 머리카락색을 측정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부

의 특정 부위를 선택하고 분광측색계를 사용하여 밝기

(L)와 붉기(a), 파랑기(b), 먼셀색체계의 색상(H), 명도(V),

채도(C) 값 등을 구하여 이들 값을 토대로 피부 유형 집

단으로 분류하고 의상 선호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예로, Lee and Kim(2002)은 밝은, 중간, 어두운의 3가지

피부색 유형으로 분류하고, Park(2001)은 따듯한 형, 차

가운 형, 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Park and Kim(2004)은 20~30대 초 남녀 대학생의 계

절에 따른 피부색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평상시 화장을 하는 집단과 화장을 하지 않는 집단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3월의 측정값은

좀 더 붉고 9월의 측정값은 노란기가 더 많았는데 L값

(밝기)이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L값이 가장 높은

집단은 화장을 하는 여성 집단이었으며 이는 화장품에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에의 노출을 막아주고,

이에 따라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부

색이 더 밝은 것이라고 하였다.

Kwak et al.(2010)은 이와 같은 피부색과 멜라닌 색소

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Kwak et al.(2010)

은 운전자의 오른손과 왼손 피부에서 채취한 각질 세포

를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멜라닌 색소의 양을 정량하고

이를 피부색 측정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오른

손과 왼손 간에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피부색 L값에 있

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운전 시 자외선에의 노

출이 더 많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L값이 낮고 멜라닌 색

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Lee and Kim(2010)은 스트레스와 20~40대 여성의 피

부색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피험자의 피부

색을 2개월에 걸쳐 측정하고 설문조사로 스트레스 수준

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피부색은 상관관

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노란색이 강해지

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붉은색이 강해진다고 하였

다.

우리나라와 외국 여성의 피부색을 비교한 연구로 Lee

(2008)는 20대 한국과 일본 여성의 피부색을 맨 얼굴과

화장한 상태로 각각 측정하여 먼셀 HVC값을 토대로 양

국 여성의 피부 화장법 특징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한

일 여성 모두 맨 얼굴 대비 화장한 얼굴의 색상(H)값이

높았으며 양국의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 여성보다 일본

여성의 맨 얼굴색이 붉다고 보고하였다.

산업자원부의 산업웹컬러시스템 구축사업 3차년도 보

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얼굴색 평균값은 L값이

63.00, a값이 13.11, b값이 18.70이며 L값은 56.50~69.62,

a값은 10.29~17.20, b값은 13.50~23.16의 분포를 갖는다

(Kang et al., 2014). 이와 같이 붉은기보다는 노란기가 좀

더 많은 얼굴색을 지니므로 한국 여성들은 화장을 할 때

붉은기를 부여하고 노란기를 줄이는 화장을 한다고 하

였다(Kang et al., 2014).

3. 중국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특징

우리나라의 화장품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화장품 산

업을 일컫는 K-뷰티는 현재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화장품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외국인들이 드라마나 K-POP 등 한류

의 대표적인 문화를 통해 ‘K-뷰티’에까지 관심이 이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Huh,

2016; Yoon, 2015).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한류와 K-뷰티에 대

한 수용도가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중국은 2016년

도 기준, 한국 화장품 전 세계 수출의 37.5%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대상국 1위 국가이다(Foun-

dation of Korea Cosmetic Industry Institute, 2017). 또한,

중국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2015년도 우리나라의 총 외국인 방문객 중 중국인이 46.2%

를 차지하였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5). 이는

우리나라 관광객의 가장 주된 활동이 쇼핑이고 전체 쇼

핑 품목 중 화장품과 향수가 61.4%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6).

세계 금융정보 분석기관인 Blumberg 조사결과 베트남

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로 밝혀졌으며, 2016년 기준 25~54세 연령이 전체

인구의 45.2%인 젊은 나라이다(IndexMundi, 2016; Uyen,

2016). 특히, 베트남은 여성의 평균 연령이 31.2세(2016년

기준)이며 화장품에 대한 국민 1인당 소비가 2015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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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미화 5.28달러에 불과하다(IndexMundi, 2016; U.S. De-

partment of Commerce, 2016). 우리나라 국민의 화장품

소비가 1인당 171달러, 중국인이 24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베트남의 화장품 소비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6; Vi, 201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승인번호: 7007971-201601-003-

01, 7007971-201603-001-01, 7007971-201606-005-01). 피

부색 측정은 한국의 서울, 중국의 북경, 베트남의 하노

이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베트남 국적의 25~35세 여성

으로서 하루 중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측정 부위

에 피부 이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현지 리서치컨설팅 회사에 피험자 모집

을 의뢰하였고 한국은 연구자들이 직접 피험자를 모집

하였다. 북경 참여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 콜드콜(Cold call) 방식으로

전화하여 모집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취업 포탈 사이

트에 모집공고를 올린 후 전화,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을 통해 모집하였다. 각 경우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이 참여의사를 밝힌 사

람에 한하였다. 그 결과 한국 102명, 중국 108명, 베트남

107명의 25~35세 여성의 피부색을 측정하였으며 이들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 피험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색 도구 및 측색 방법

피부색 측정을 위해 하노이, 북경, 서울 현지를 방문

하였으며 2016년도에 현지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시

기는 3개 도시의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물리

적으로 방문 측정이 가능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하

노이는 2월 말, 북경은 4월 말, 서울은 7월 초로 정하였

다. 해당 기간, 각 도시의 평균 온도와 습도는 아래 <Ta-

ble 2>와 같다. 3개 도시의 기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

나 피험자의 연령은 25~35세로서 주로 종일 사무실에

서 근무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부색 측정

에 있어서 측정 당시의 외부 기후 영향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험자들은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읽었으며 결

혼 여부와 한 달 내 피부 관리 유무 등에 대한 문항에 답

하였다. 측색 전에 피험자의 피부 상태 및 화장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다수 피험자들이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rom Korea, China and Vietnam

Characteristics
Korea China Vietnam

Frequency (N) % Frequency (N) % Frequency (N) %

Age
25-29 82 080.4 54 050.0 86 080.3

30-35 20 019.6 54 050.0 21 019.7

Marriage
Y 4 00 4.0 61 056.5 31 029.0

N 98 096.0 47 043.5 76 071.0

Skin care

in last 1 month

Y 5 00 4.9 0 000.0 9 008.4

N 97 095.1 108 100.0 98 091.6

Each characteristic total 102 100.0 108 100.0 107 100.0

Table 2. Temperature and humidity of Seoul, Beijing, and Hanoi

City Seoul Beijing Hanoi

Weather                         Visit Early July Late April Late February

Temperature* 22-27
o
C 8-20

o
C 14-21

o
C

Humidity* 68-78% 29-76% 70-75%

*: Travel China Guide. (1998-2017). https://www.travelchinaguide.com; Vietnam Online. (2015). https://www.vietnamonline.com; 

Wikipedia. (2017c).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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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왔으며, 화장을 하고 온 여성은 세안을 하게 하거나

알콜솜을 이용하여 직경 2~3cm 정도로 측정할 부위를

지운 다음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온 뒤 측정하였다. 피

부색은 얼굴색과 몸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구체

적인 측정 부위는 이마 미간 사이, 오른뺨, 왼뺨, 뒷목, 팔

안쪽 등 총 5개 부위였다. 뺨과 이마의 측정은 화장을

하지 않은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였고 팔과 뒷목의 경우

는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팔 안쪽 부위와 목

의 뒤쪽을 측정하였다.

측색은 분광측색계(Minolta CM-600d)를 사용하여 D65

표준광원 하에서 10° 표준관찰자 시야를 적용하였으며

자연광 상태에서 피험자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진행하

였다. 분광측색계에서 나오는 빛으로부터 피험자의 눈

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색지를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눈

과, 측정 부위를 제외한 얼굴 부위를 가리고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색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측

색값 중 선행연구(Kim & Chun, 2011; Lee & Kim, 2002)

를 바탕으로 CIE Lab값과 먼셀 HVC값을 자료분석에 사

용하였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3국의 부위별

측색값의 기술통계값을 구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AN-

OVA)과 Duncan 사후검증을 시행하여 한국, 중국, 베트

남 여성의 부위별 피부색 차이를 비교하였다. 피부색을

바탕으로 각 나라 여성들을 유형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고 빈도수를 비교하여 나라별로 피부색 타입이

어떤 유형에 더 많이 속하는지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 얼굴색과 몸색이 연령(25~29세, 30~35세)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얼굴색과 몸색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선형회

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부위별 피부색 특성

<Table 3>은 한국 여성들의 얼굴색과 몸색의 기술통

계값이다. 한국 여성은 부위별 평균 측색값을 볼 때 먼

셀색체계로 얼굴과 몸 모두 YR(Yellow Red)계열이었다.

얼굴색은 몸색에 비해 R(Red)값에 가까운 YR계열을 나

타내었으며 특히 왼뺨과 오른뺨은 각각 3.80YR과 4.14

YR로서 이마색보다도 더 R값에 가까운 YR계열의 색을

보였다. 이는 왼뺨과 오른뺨의 최소값 6.60R과 8.60R로

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몸색은 뒷목이 7.06YR, 팔 안쪽이 7.58YR로서 Y

(Yellow)계열에 근접한 YR색을 나타내었다. CIE Lab값

으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얼굴색의 경우 몸

색에 비해 redness를 나타내는 a값이 크고 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은 작은 경향을 보여 얼굴이 몸에 비해 좀

더 붉은기운이 많고 노란기운이 적은 것을 시사하였다.

<Table 4>는 중국 여성들의 얼굴색과 몸색의 기술통

계값이다. 중국 여성들도 한국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몸

색에 비해 얼굴색의 색상값이 R값에 근접한 YR계열

로 나타났으며 이마, 왼뺨, 오른뺨 모두 최소값이 8.60R,

9.80R, 8.20R로서 R값으로 측정되었다. CIE Lab값의

경우에도 얼굴색의 경우 몸색에 비해 a값이 크고 b값은

작은 경향을 보여 중국 여성 또한 얼굴이 몸에 비해 좀

더 붉은기운이 많고 노란기운이 적었다.

<Table 5>는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색과 몸색의 기술

통계값이다. 베트남 여성들도 얼굴색에 비해 몸색의 YR

값이 커서 Y계열에 근접해 갔으나 CIE Lab값을 볼 때

한국 여성이나 중국 여성에 비해 얼굴색과 몸색의 a값

과 b값의 차이가 적었다. 또한, 얼굴색과 몸색의 최소값

이 모두 YR계열로서 한국 여성이나 중국 여성과 차이

가 있었다.

2.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 간 피부색 특성 비교

<Table 6>은 3국 여성들의 얼굴색 차이를 보기 위해

각 부위별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다. 분산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및 베트남 3국 사이에

피부색 특성이 차이를 보인 항목은 밝기(L값, V값), yel-

lowness(b값), 색상의 선명도(C값)로서 이마, 양뺨, 뒷목,

팔 안쪽 등 5개 측정 부위의 L값, V값, b값, C값은 대부

분 유의도 p<.001 수준에서 3국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사후검증 결과 3국 여성들이 모두 차이를 보인 항목

은 왼쪽 뺨의 b값과 C값, 오른쪽 뺨의 L, b, V값으로 이

마보다는 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얼굴색 중 이

마의 L값은 한국이 62.2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며 중국과 베트남은 59.20과 59.30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으로서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나타내었다. 반면, 이마의 V값은 한국(6.10)과 중

국(6.10)이 유사하고 베트남(5.81)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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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뺨의 경우 한국의 L값이 66.43, V값이 6.51, 중국의

L값이 63.73, V값이 6.24, 베트남의 L값이 64.19, V값이

6.29 등 왼뺨의 L값과 V값이 각각 F=34.37(p<.001), F=

34.04(p<.001)로 한국과 나머지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한편, 오른뺨의 경우에는 3국의 L값과 V

값이 각각 F=32.66(p<.001)과 F=32.65(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 중국, 베트남 순서로

밝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밝기를 나타내는 L

값과 명도 V값의 ANOVA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

국 여성은 특히 이마와 왼뺨 색에 있어서 중국과 베트

남 여성보다 색이 밝고 오른뺨의 경우에는 3국이 각각

다른 밝기를 보이며 중국<베트남<한국 순으로 색이 밝

다고 할 수 있다.

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 이마는 한국이 18.94,

중국이 18.41, 베트남이 19.23으로 F=7.89(p<.001)의 유

의한 수준으로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중국 여성에

Table 3. Face and body colors of Korean females                                             (N=102)

Region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Range Variance

Face

Forehead L 62.21 2.36 56.28 66.99 10.71 5.57 

Forehead a 10.85 1.45 07.86 14.99 07.13 2.13 

Forehead b 18.94 1.67 13.73 22.29 08.56 2.81 

Forehead H 05.05YR 1.42 01.40YR 08.70YR 07.30 2.03

Forehead V 06.10 0.23 05.52 06.60 01.08 0.06 

Forehead C 03.87 0.29 03.12 04.57 01.45 0.09 

Left cheek L 66.43 2.16 61.28 70.28 09.00 4.68 

Left cheek a 10.34 1.62 07.44 14.82 07.38 2.64 

Left cheek b 15.93 1.80 08.09 20.25 12.16 3.26 

Left cheek H 03.80YR 1.88 06.60R 08.10YR 11.50 3.54

Left cheek V 06.51 0.21 05.99 06.90 00.91 0.05 

Left cheek C 03.53 0.29 02.92 04.25 01.33 0.09 

Right cheek L 65.94 2.38 59.12 70.66 11.54 5.68 

Right cheek a 10.11 1.50 07.37 13.30 05.93 2.26 

Right cheek b 16.29 1.78 11.04 20.17 09.13 3.18 

Right cheek H 04.14YR 1.75 08.60R 07.70YR 09.10 3.07

Right cheek V 06.47 0.24 05.79 06.94 01.15 0.06 

Right cheek C 03.51 0.29 02.86 04.12 01.26 0.09 

Body

Neck L 64.55 2.51 58.10 71.54 13.44 6.31 

Neck a 08.51 1.25 04.89 12.05 07.16 1.58 

Neck b 19.74 1.88 15.22 24.42 09.20 3.56 

Neck H 07.06YR 1.24 03.90YR 09.30YR 05.40 1.55 

Neck V 06.33 0.25 05.69 07.04 01.35 0.06 

Neck C 03.60 0.31 02.63 04.34 01.71 0.10 

Arm L 67.22 2.18 60.81 74.62 13.81 4.73 

Arm a 06.64 1.08 03.24 09.72 06.48 1.17 

Arm b 17.33 1.79 11.06 20.55 09.49 3.20 

Arm H 07.58YR 0.84 03.70YR 09.10YR 05.40 0.71 

Arm V 06.60 0.22 05.96 07.34 01.38 0.05 

Arm C 03.04 0.33 01.85 03.80 01.95 0.11 

YR: Yellow Red, 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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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노란기운이 더 있었다. 왼뺨과 오른뺨은 3국 여성의

yellowness가 F=40.32(p<.001)와 F=31.14(p<.001)로 각

각 달랐으며 왼뺨, 오른뺨 모두 한국<중국<베트남 순으

로 노란기운이 더 있었다. Redness를 나타내는 a값의 경

우 이마, 왼뺨, 오른뺨 모두 3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Table 7>은 3국의 몸색을 ANOVA와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몸색은 밝기를

나타내는 L값과 V값, redness를 나타내는 a값, yellow-

ness를 나타내는 b값, 색상(H), 채도(C) 등 모든 측색값

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3국 사이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1). 사후검증 결과 뒷목 피부색의

L값과 V값, 팔 안쪽의 L값과 V값 모두 한국(L=64.55,

V=6.33)이 3국 중 가장 밝고 베트남(L=60.15, V=5.90)이

가장 어두웠다. 뒷목의 b값은 한국(19.74)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중국(20.30), 베트남(21.22) 순이었으며(F=23.20,

Table 4. Face and body colors of Chinese females                                           (N=108)

Region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Range Variance

Face

Forehead L 59.21 3.09 47.52 65.30 17.78 9.55

Forehead a 10.95 1.81 07.84 17.88 10.04 3.27

Forehead b 18.41 1.61 14.26 22.04 7.78 2.60

Forehead H 04.78YR 1.49 08.60R 07.20YR 8.60 2.23

Forehead V 05.80 .31 04.65 06.41 1.76 0.09

Forehead C 03.82 .38 02.99 05.03 2.04 0.15

Left cheek L 63.73 2.96 53.62 69.76 16.14 8.79

Left cheek a 10.61 1.73 06.94 16.06 9.12 2.99

Left cheek b 16.69 1.75 12.09 22.09 10.00 3.07

Left cheek H 03.89YR 1.68 09.80R 07.50YR 7.70 2.83

Left cheek V 06.25 .30 05.25 06.85 1.60 0.09

Left cheek C 03.64 .33 02.89 04.51 1.62 0.11

Right cheek L 62.68 3.77 52.57 69.54 16.97 14.21

Right cheek a 09.88 1.88 06.21 15.75 9.54 3.53

Right cheek b 16.80 1.91 12.21 21.22 9.01 3.66

Right cheek H 04.63YR 2.07 08.20R 08.10YR 9.90 4.28

Right cheek V 06.14 .38 05.14 06.84 1.70 0.14

Right cheek C 03.52 .36 02.51 04.38 1.87 0.13

Body

Neck L 61.50 3.54 50.84 68.91 18.07 12.55

Neck a 08.80 1.44 04.64 13.82 9.18 2.07

Neck b 20.31 1.54 16.72 23.45 6.73 2.38

Neck H 07.14YR 1.18 03.60YR 09.80YR 6.20 1.39

Neck V 06.03 .35 04.98 06.77 1.79 0.12

Neck C 03.70 .31 02.79 04.42 1.63 0.09

Arm L 66.04 2.26 58.91 70.59 11.68 5.12

Arm a 06.68 1.03 04.16 09.71 5.55 1.06

Arm b 17.45 1.50 12.87 20.78 7.91 2.24

Arm H 07.57YR .82 05.00YR 09.20YR 4.20 0.67

Arm V 06.48 .23 05.77 06.94 1.17 0.05

Arm C 03.06 .28 02.23 03.78 1.55 0.08

YR: Yellow Red, 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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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팔 안쪽의 b값은 한국(17.33)과 중국(17.45) 여

성이 같고, 베트남(18.43) 여성의 b값이 더 컸다(F=14.17,

p<.001). a값의 경우에는 뒷목과 팔 안쪽 모두 한국과 중

국 여성이 같고 베트남 여성의 a값이 더 컸다. 몸색에 대

한 ANOVA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L값과 V값은 한국

>중국>베트남의 순서를 보이고, b값은 대체적으로 한국

<중국<베트남의 순서를 보였다. 즉 한국 여성의 몸색은

3국 중 가장 밝으며 뒷목은 3국 중 가장 노란기운이 덜

하고 베트남은 뒷목과 팔 안쪽 모두 3국 중 가장 붉은

기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얼굴색과 몸색의 관

계 조사

<Table 8>은 3국의 측색 부위별 기술통계값을 토대

로 계산된 얼굴색과 몸색의 평균 Lab 및 HVC 값을 나

Table 5. Face and body colors of Vietnamese females                                         (N=107)

Region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Range Variance

Face

Forehead L 59.31 2.29 52.36 67.32 14.96 5.26 

Forehead a 11.29 1.36 08.46 15.28 6.82 1.85 

Forehead b 19.24 1.33 16.73 21.75 5.02 1.76 

Forehead H 04.90YR 1.26 01.10YR 07.60YR 6.50 1.58 

Forehead V 05.81 .23 05.13 06.62 1.49 0.05 

Forehead C 03.96 .26 03.39 04.59 1.20 0.07 

Left cheek L 64.20 2.31 58.55 69.57 11.02 5.33 

Left cheek a 10.37 1.49 06.94 14.40 7.46 2.22 

Left cheek b 18.10 1.77 14.00 22.08 8.08 3.14 

Left cheek H 04.82YR 1.73 00.10YR 08.40YR 8.30 2.98 

Left cheek V 06.30 .23 05.74 06.85 1.11 0.05 

Left cheek C 03.73 .25 03.11 04.33 1.22 0.06 

Right cheek L 63.70 2.58 51.09 69.44 18.35 6.65 

Right cheek a 10.18 1.39 07.22 13.60 6.38 1.92 

Right cheek b 18.18 1.68 14.36 22.24 7.88 2.82 

Right cheek H 05.07YR 1.57 01.10YR 08.60YR 7.50 2.46 

Right cheek V 06.25 .26 04.99 06.83 1.84 0.07 

Right cheek C 03.70 .26 03.02 04.29 1.27 0.07 

Body

Neck L 60.15 2.36 54.69 67.54 12.85 5.55 

Neck a 10.27 1.27 06.42 13.03 6.61 1.61 

Neck b 21.23 1.30 18.54 24.06 5.52 1.70 

Neck H 06.36YR 1.20 03.50YR 08.70YR 5.20 1.45 

Neck V 05.90 .23 05.36 06.64 1.28 0.05 

Neck C 04.02 .23 03.17 04.41 1.24 0.05 

Arm L 63.58 2.55 54.41 69.47 15.06 6.52 

Arm a 07.67 1.14 04.98 10.54 5.56 1.30 

Arm b 18.44 1.69 14.43 22.08 7.65 2.85 

Arm H 07.15YR .93 04.10YR 08.60YR 4.50 0.87

Arm V 06.24 .25 05.33 06.83 1.50 0.07 

Arm C 03.32 .31 02.60 04.08 1.48 0.09 

YR: Yellow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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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ANOVA on the face color of females of Korea, China, and Vietnam

Variables
Korea (N=102) China (N=108) Vietnam (N=107)

F
Duncan

Mean S.D. Mean S.D. Mean S.D. 1 2 3

Forehead L 62.21 2.36 59.20 3.09 59.30 2.29 44.33*** b a a

Forehead a 10.85 1.45 10.94 1.80 11.29 1.35 02.36 a a a

Forehead b 18.94 1.67 18.41 1.61 19.23 1.32 07.89*** b a b

Forehead H 05.05YR 1.42 05.05YR 1.49 04.90YR 1.25 01.05 a a a

Forehead V 06.10 .23 06.10 .30 05.81 .22 45.32*** b b a

Forehead C 03.87 .29 03.82 .38 03.96 .26 05.18** ab a b

Left cheek L 66.43 2.16 63.73 2.96 64.19 1.30 34.37*** b a a

Left cheek a 10.34 1.62 10.60 1.72 10.37 1.48 00.82 a a a

Left cheek b 15.93 1.80 16.68 1.75 18.10 1.77 40.32*** a b c

Left cheek H 03.80YR 1.87 03.88YR 1.68 04.82YR 1.72 10.86*** a a b

Left cheek V 06.51 .21 06.24 .29 06.29 .23 34.04*** b a a

Left cheek C 03.53 .29 03.63 .33 03.73 .25 12.07*** a b c

Right cheek L 65.94 2.38 62.67 3.76 63.70 2.57 32.66*** c a b

Right cheek a 10.11 1.50 09.88 1.87 10.18 1.38 01.03 a a a

Right cheek b 16.29 1.78 16.80 1.91 18.18 1.67 31.14*** a b c

Right cheek H 04.14YR 1.75 04.63YR 2.06 05.07YR 1.56 06.88** a ab b

Right cheek V 06.47 .24 06.14 .37 06.24 .25 32.65*** c a b

Right cheek C 03.51 .29 03.51 .35 03.70 .26 12.84***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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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 Yellow Red

Table 7. Result of ANOVA on the body color of females of Korea, China, and Vietnam

Variables
Korea (N=102) China (N=108) Vietnam (N=107)

F
Duncan

Mean S.D. Mean S.D. Mean S.D. 1 2 3

Neck L 64.55 2.51 61.49 3.54 60.15 2.35 64.50*** c b a

Neck a 08.51 1.25 08.80 1.43 10.27 1.26 53.61*** a a b

Neck b 19.74 1.88 20.30 1.54 21.22 1.30 23.20*** a b c

Neck H 07.06YR 1.24 07.14YR 1.18 06.36YR 1.20 13.50*** b b a

Neck V 06.33 .25 06.03 .35 05.90 .23 65.04*** c b a

Neck C 03.60 .31 03.69 .30 04.02 .22 62.83*** a b c

Arm L 67.22 2.17 66.03 2.26 63.58 2.55 66.48*** c b a

Arm a 06.64 1.08 06.67 1.03 07.67 1.13 31.02*** a a b

Arm b 17.33 1.78 17.45 1.49 18.43 1.68 14.17*** a a b

Arm H 07.58YR .83 07.56YR .81 07.15YR .93 08.46*** b b a

Arm V 06.60 .21 06.48 .22 06.23 .25 67.29*** c b a

Arm C 03.04 .32 03.06 .27 03.32 .30 27.52*** a a b

***p<.001

YR: Yellow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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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3국 모두 얼굴색보다 몸색의 색상값(H)이 높았

으며 얼굴색과 몸색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 가

장 적은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몸색과 얼굴색

모두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 b값이 높았다. 한국 여성

의 피부색만 볼 때에는 얼굴색의 평균 L값이 66.19, a값

이 10.43, b값이 17.05으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한국 여

성의 피부색은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얼굴

색 L=63.00, a=13.11, b=18.70에 비해 더 밝고 붉은기와

노란기가 더 적었다(Kang et al., 2014).

한국, 중국, 베트남 각각 얼굴색과 몸색 간에 상관관

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국 모두 Lab값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

되었다(Table 9). 한국 여성의 경우 얼굴의 L값은 몸의

L값과 몸의 b값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79, β=.41),

얼굴의 a값은 몸의 a값에는 정의 영향(β=.36)을, 몸의 b

값에는(β=−.36)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얼굴의 b값은 몸

의 b값에 β=.63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중 회귀계

수(β )의 정도와 유의도(p=.000) 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얼굴의 L값 대비 몸의

L값과 얼굴의 b값 대비 몸의 b값으로서 얼굴색이 밝고

노란기가 있을수록 몸색도 밝고 노란기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도

얼굴의 L값은 몸의 L값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34,

β=.38), 얼굴의 a값은 몸의 a값에(β=.39, β=.31), 얼굴의

b값은 몸의 b값에(β=.49, β=.55)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중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상관

관계는 p=.000에서 얼굴의 b값과 몸의 b값 사이에 나타

나 얼굴색에 노란기가 있을수록 몸색도 노란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얼굴의 L값과 몸의 L값은 중국이 p=.011,

베트남이 p=.001로서 유의하였으나 한국 여성보다는 상

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4. 연령에 따른 피부색 비교

<Table 10>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해 3국 여성 전체

를 대상으로 25~29세와 30~35세의 두 연령 그룹 간에

피부색을 비교한 표이다. 두 연령 그룹 간에는 얼굴 L값

과 얼굴 b값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그

룹1(25~29세)이 그룹2(30~35세)보다 L값이 더 높았으며

b값이 더 낮았다. 즉, 나이가 어린 여성 그룹이 얼굴색이

더 밝고 노란기가 적었다.

5.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피부색 유형 분류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의 피부색이 유형으로 분류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3국의 여성 전체에 대하여

(N=317) K-평균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3국

여성의 피부색은 <Table 11>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분

류되었으며 밝기(L값)와 redness(a값), yellowness(b값)가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형1은 얼굴색과 몸색의 L

값이 낮고 a, b값이 높았으며 유형2는 얼굴색과 몸색의

L값이 높으며 a, b값은 낮았다. 즉, 유형1에 속한 사람은

피부톤이 유형2에 속한 사람에 비해 어두우며 붉은기와

노란기가 더 있고, 유형2에 속한 사람은 유형1에 속한

사람에 비해 밝은 피부톤을 가지며 붉은기와 노란기가

적다.

유형1과 유형2 각각 얼굴색과 몸색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2의 경우 얼굴과 몸의 Lab값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Table 12). 얼굴의 L값은 몸의

L값(β=.34)에, 얼굴의 a값은 몸의 a값(β=.45)에, 얼굴의

b값은 몸의 b값(β=.56)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얼굴

색이 밝을수록 몸색도 밝고, 얼굴색에 붉은기가 있을수

록 몸색도 붉은기가 있었으며, 얼굴색에 노란기가 있을

Table 8. Mean color of face and body of Korean, Chinese, and Vietnamese females

Country Region L a b H V C

Korea

(N=102)

Face 66.19 10.43 17.05 4.33YR 6.36 3.63

Body 65.88 07.57 18.53 7.37YR 6.46 3.32

China

(N=108)

Face 61.87 10.48 17.30 4.43YR 6.06 3.66

Body 68.04 07.74 18.88 7.35YR 6.25 3.38

Vietnam

(N=107)

Face 62.40 10.61 18.50 4.93YR 5.12 3.79

Body 61.86 08.97 19.83 6.75YR 6.07 4.61

YR: Yellow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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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몸색도 노란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1의

경우에는 얼굴의 b값과 몸의 b값 간에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β=.50)가 관찰되었다.

위에서 도출된 두 가지 유형 중,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이 각각 어떤 피부색 유형에 더 많이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로 각 나라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Table 13). 분석결과 한국 여성의 88.2%는 유형2로, 중

국 여성의 58.3%와 베트남 여성의 80.4%는 유형1로 분

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p<.001). 중국 여성은 유형1과

유형2가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한국 여성은 유형2가 압

도적으로 많고, 반면 베트남 여성은 대다수가 유형1에

속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

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2016년 기준 하노이시에 등록된

오토바이와 스쿠터 수는 4.9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 하노이의 인구가 7.7백만(2015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숫자이다(Petsko, 2016; Wikipe-

dia, 2017b). 베트남 여성들은 교통수단, 열대성 기후, 화

장을 적게 하는 문화 등으로 인해 한국 여성에 비해 자

외선에의 노출이 많고 이에 따라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Table 9.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ace color and body color of Korea, China, and Vietnamese females

Countr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VIF

Korea

(N=102)

Face L

Body L .79 5.15***

.29 13.13***

3.268

Body a .10 .80*** 2.300

Body b .41 3.55*** 1.845

Face a

Body L −.15 −.94***

.17 06.79***

3.268

Body a .36 2.61*** 2.300

Body b −.36 −2.91*** 1.845

Face b

Body L .97 .67***

.38 19.60***

3.268

Body a .87 .71*** 2.300

Body b .63 5.84*** 1.845

China

(N=108)

Face L

Body L .343 2.60***

.23 10.04***

2.330

Body a −.14 −1.16*** 2.165

Body b −.22 −.21*** 1.446

Face a

Body L −.01 −.14***

.17 07.06***

2.330

Body a .39 3.05*** 2.165

Body b −.00 −.00*** 1.446

Face b

Body L −.02 −.20***

.23 11.48***

2.330

Body a −.01 −.11*** 2.165

Body b .49 4.80*** 1.446

Vietnam

(N=107)

Face L

Body L .38 3.36***

.32 16.45***

1.996

Body a −.10 −.94*** 1.902

Body b −.19 −2.22*** 1.174

Face a

Body L .00 .04***

.12 04.52***

1.996

Body a .31 2.48*** 1.902

Body b .07 .69*** 1.174

Face b

Body L −.08 −.77***

.31 17.08***

1.996

Body a −.04 −.39*** 1.902

Body b .55 6.34*** 1.17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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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여 한국 여성보다 어둡고 붉은기와 노란기가 더

많은 즉, 전반적으로 진한 피부색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피부색을 비교함에 있어

서, 앞의 <Table 10>에서 연령이 어린 그룹이 얼굴색이

더 밝고 노란기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한국과 베트

Table 10. Comparison of face color and body color of by age

Age 25-29 (N=221) 30-35 (N=96)
t

Variables Mean S.D. Mean S.D.

Face color

Face L 63.28 2.56 62.37 2.56 2.90**

Face a 10.53 1.31 10.41 1.20 .87**

Face b 17.51 1.60 17.90 1.56 −.20**

Face H 04.46YR 1.37 04.81YR 1.28 −2.12**

Face V 06.20 0.25 06.11 0.25 2.88**

Face C 03.69 0.27 03.70 0.25 −.18**

Body color

Body L 63.77 2.78 63.89 2.78 −.36**

Body a 08.16 1.16 07.95 1.25 1.42**

Body b 19.08 1.37 19.10 1.56 −.12**

Body H 07.08YR 0.90 07.28YR 0.82 −1.87**

Body V 06.25 0.27 06.27 0.27 −.37**

Body C 03.46 0.29 03.43 0.3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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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 Yellow Red

Table 11. K-means cluster analysis of the skin color of three countries

Region Variables
Group

F
Group 1 (high a and b values) Group 2 (high L value)

Face

Forehead L 58.39 62.08 203.19***

Forehead a 11.54 10.51 038.60***

Forehead b 19.17 18.54 013.37***

Left cheek L 62.97 66.60 238.76***

Left cheek a 11.00 09.87 044.83***

Left cheek b 17.73 16.09 064.95***

Right cheek L 62.24 65.97 152.58***

Right cheek a 10.49 09.61 025.28***

Right cheek b 17.92 16.27 068.57***

Body

Neck L 59.83 64.30 243.79***

Neck a 10.02 08.36 131.53***

Neck b 21.08 19.77 055.23***

Arm L 63.86 67.38 213.00***

Arm a 07.56 06.42 096.50***

Arm b 18.51 16.96 080.07***

N 161 156 31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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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모두 전체 참여자의 80.0% 이상이 25~29세이므로

두 나라의 피부색 비교에 있어서 연령 요인은 배제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은 얼굴의 L값과 몸의 L값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Table 9>, 유형2로서도 얼

굴과 몸의 L값 간에 동일한 상관관계가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Table 12>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여성

들은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얼굴과 몸 모두 하얀 피부를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 얼굴색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의 차이에 화

장의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여성의 경우 깨

끗하고 하얀 피부를 중시하여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멜라닌 색소의 생성

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밝고 붉은기와 노란기가 적은,

즉 전반적으로 옅은 피부색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피부색 특성을 비교하기

Table 1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ace color and body color of Group 1 and Group 2

Dependa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VIF

Group 1

Face L

Body L .19 1.94***

.04 02.27***

1.660

Face a .15 1.60*** 1.617

Face b .14 1.77*** 1.109

Face a

Body L .17 1.74***

.04 02.64***

1.660

Face b .19 1.95*** 1.617

Body b −.14 −1.75*** 1.109

Face b

Body L −.01 −.19***

.26 19.26***

1.660

Body a .03 .41*** 1.617

Body b .50 6.99*** 1.109

Group 2

Face L

Body L .34 3.15***

.06 03.34***

1.980

Body a .15 1.50*** 1.699

Body b .14 1.49*** 1.458

Face a

Body L .27 2.55***

.12 07.16***

1.980

Body a .45 4.55*** 1.699

Body b −.10 −1.16*** 1.458

Face b

Body L .05 .60***

.31 23.13***

1.980

Body a .06 .71*** 1.699

Body b .56 6.9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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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Ratio of Korean, Chinese, and Vietnamese females in Group 1 and Group 2

Korea (N=102) China (N=108) Vietnam (N=107) Total

Lab

Group

Group 1
Frequency 12 63 86 161

% 11.8 58.3 80.4 50.8

Group 2
Frequency 90 45 21 156

% 88.2 41.7 19.6 49.2

Total
Frequency 102 108 107 317

% 100.0 100.0 100.0 100.0

χ
2

102.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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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나라별로 105명 내외 여성들의 피부색을 서울,

북경, 하노이 현지에서 측정하였다. 이마, 양뺨, 뒷목, 팔

안쪽 등 총 다섯 부위에 대한 CIE Lab값 및 먼셀 HVC

값을 분석해 나라별 특성을 조사하고 유형 분류하여 나

라별로 어떤 유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

았으며 연령에 따른 피부색 특성과 몸색과 얼굴색의 관

계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들은 부위별로 피부색의 차

이를 보였다. 한국 여성은 이마와 왼뺨이 중국과 베트남

여성보다 밝고(L값, V값) 오른뺨은 중국<베트남<한국

순으로 색이 밝았다. 이마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이 중국

여성보다 노란기(b값)가 더 있었고 양뺨의 노란기는 한

국<중국<베트남 순이었다.

2. 한국 여성은 3국 중 몸색이 가장 밝았으며 뒷목은

3국 중 가장 노란기가 적었다. 반면, 베트남은 뒷목과 팔

안쪽 모두 3국 중 가장 붉은기운이 컸다.

3. 3국 여성 모두 얼굴색이 밝고 노란기가 있을수록 몸

색도 밝고 노란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한

국 여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다.

4. 3국 여성은 공통적으로 나이에 따라 피부색의 차이

를 보였다. 나이 어린 그룹(25~29세)이 나이가 많은 그룹

(30~35세)보다 얼굴색이 더 밝고 노란기가 적었다.

5. 3국 여성의 피부색은 2개 유형으로 분류가능하였

다. 유형1에 속한 사람은 피부톤이 어두우며 붉은기와

노란기가 더 있고, 유형2에 속한 사람은 밝은 피부톤을

가지며 붉은기와 노란기가 적었다.

6. 유형1과 유형2에 속한 사람은 각각 얼굴색과 몸색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얼굴색이 밝을수록 몸색도 밝

고, 얼굴색에 붉은기가 있을수록 몸색도 붉은기가 있었

으며, 얼굴색에 노란기가 있을수록 몸색도 노란기가 있

었다.

7. 두 가지 피부색 유형 중 중국 여성은 유형1과 유형

2가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한국 여성은 유형2가 압도적

으로 많았고(88.2%) 베트남 여성은 대다수(80.4%)가 유

형1에 속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피부색을 비교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3국 여성들의 얼굴과 몸의 각 부위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 특히 한국과 베트남 여성 간

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의 피부색이 중국과 베트남인

에 비해 밝고 하얗다고 간주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

구결과 3국 모두 얼굴색과 몸색 사이에 비교적 높은 정

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이후 피부색 측색에서 얼굴 측

색이 어려울 때 몸색 측색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부색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국 여성의 피부색 간에 관찰된 차이점은 유전적 차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에 걸친 기후와 생활습관 등에 의

해 고착된 것으로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대중국 및 대

베트남 수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및 베트남 여성은 한국 여성

보다 대체로 피부색이 어둡고 노란기운을 더 띄는 것으

로 확인된 바 한국 화장품의 중국 및 베트남 수출에 있어

서 국내 여성 피부색에 적합하게 개발된 내수용 제품과

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지 여성들의 피부색

특성을 고려하여 색조화장품의 색채팔레트를 다양하게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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