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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sed 504 women in their 20s in order to find out an association between personal color types and images by face sha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images by face shape may work as one of variables in personal color diagnosis. First, ‘spring’ personal

color saw round- or egg-shaped face be the most frequent in its distribution. This means ‘cheerful’, ‘youthful’, ‘young-looking’, ‘pretty’

images a round-shaped face invokes and ‘innocent’ image an oval face creates may be a meaningful standard in diagnosing ‘spring’

personal color. Second, among those the most frequently distributed in ‘summer’ personal color were a round-shaped face, an oval face,

an inverted triangle-shaped face and a diamond- shaped face. This show ‘friendly’, and ‘gentil’ images of a round-shape face and ‘soft’,

‘natural’, ‘friendly’, ‘warm’ or ‘gentle’ images of an oval face may be a meaningful criterion in ‘summer’ personal color diagnosis; and a

‘trustworthy’ or ‘faithful’ images of square-shaped face and ‘intellectual’ image of an inverted triangle-shaped face may be also a

significant standard in ‘summer’ personal color diagnosis. Third, a diamond-shaped face and a long- shaped face were the most often

distributed in ‘autumn’ personal color. This shows ‘mature’ image of a diamond-shaped face and ‘mature’, ‘composed’, ‘adult’, calm’,

‘intellectual’, ‘classic’, ‘feminine’ or ‘lofty’ images of a long-shaped face may be a meaningful measurement in ‘autumn’ personal color

diagnosis. Fourth, ‘winter’ personal color saw square-shaped face, a diamond-shaped face and an inverted triangle-shaped face the most

frequently distributed in it. This means ‘confident’ or ‘active’ images of a square-shaped face, ‘cool’ image of a diamond-shaped face

and ‘cool’ or ‘sharp’ images of an inverted triangle-shaped face may be a meaningful criterion in diagnosing ‘winter’ personal color. In

conclusion,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images of face shape might be a new standard in personal color diagnosis, further stimulating

a variety of beauty service based on face perception consumers can enjoy by using smart phone or smart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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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및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통해 구축되어 나를 알리는 수단이 되고 있

고, 이러한 추세는 퍼스널컬러의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신의 피부색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와 감정, 심리적 효과는 아

이섀도와 립스틱 색상 같은 극히 작은 면적의 메이크업 색채에

도 적용되어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Ko, 2011). 그뿐

만 아니라 헤어 스타일링, 패션 등에도 활용하여 피부색과 조

화를 이루어 얼굴을 생기 있어 보이게 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한다(Yang, 2016). 1990년도 초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퍼스널컬러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 이후, 한국인의 신체 피부

유형에 따른 40가지 피부색 패턴이 개발되었다(Lee & Kwon,

2019). 그 후, 2005년 외국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에게

적절한 퍼스널컬러 진단 시스템이 CCI(Color Convergence

Institute) 색채 연구소에서 고안되었다. CCI색채연구소의 퍼스

널컬러 시스템은 4계절 컬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계절 유형

마다 2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총 8가지 로 세분화한 방식이다

(Park, 2018). 현재까지 퍼스널컬러에 관한 연구는 패션과 뷰티

분야의 특징과 접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Hong,

2012), 활용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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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널컬러의 유형 분류를 위한 진단 방법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

가 피부색의 변화와 외부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피진단자의 주

관적인 의견과 통일되지 않은 컬러 진단 도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퍼스널컬러 유형 분류 체계의 한 유형에 개인을

대응시키는 시스템은 개인의 특징을 선별하고 진단하는 기준

이 뚜렷하지 않아, 평가 방법이 정성적인 관능평가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정량적인 평가 모델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Oh & Lee, 2018). 또한 기존의 퍼스널컬러 진단

과정들은 다양한 도구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서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퍼스널컬러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Jo, 2017), 퍼스널컬러의 평가가 고

도로 숙련된 전문가 이외에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관찰자의 환

경적인 측면 등에 의해 측정평가에 편차가 있어 신뢰도가 낮다

고 하였다(Shin, 2016). 얼굴의 피부색은 이마, 볼, 턱부위마다

고르지 않아, 각기 다른 얼굴의 피부색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

로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능평가방법이 가장

유용하지만 진단하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Lee,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퍼스널컬러의 유형은 타고난 피부색에 집

중하는 것이지만,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 색과 개개인의

유형, 이미지, 외간 골격, 성향, 개성 등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평가돼야 할 사항(Hong, 2005)’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여, 퍼스

널컬러 진단 시 조명 및 환경의 변수와 진단자의 주관적 견해

의 개입, 피부색 육안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환경적

인 조건과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 피부색보다는 객관적 판

단과 식별이 쉬운 ‘얼굴 형태’를 퍼스널컬러의 진단 요인으로

선정하여 얼굴형별 이미지가 퍼스널컬러 유형과 연관성이 있

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용 분야에서도 얼굴 인식을 통한 피부 분

석, 화장품 추천, 화장품 사용 후기 분석 등 산업 전반에 걸쳐

IT(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의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다. 이

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스마트폰, 스마트 미러 등의 사물 인

터넷(IOT)과 함께 편리성이 극대화되어 제공되고 있다(Choi et

al., 2020). 이러한 서비스 기반을 통해 소비자들이 퍼스널컬러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얼굴형 이미지를 퍼스널컬러 유

형 진단 시 하나의 파라미터(parameter)로 제안하고, 퍼스널컬

러 진단의 척도로 구현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뷰티 관련 서비스

산업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II. 내용 및 방법

1. 실험 대상자 선정 및 방법

얼굴형과 퍼스널컬러 유형 진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2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서경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

중인 20대 여학생 중에 퍼스널컬러 관련 교육을 기이수한 학생

들에게 모집 공고를 하여 550명이 지원하였다.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받은 항목에 따라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의 이익,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연

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개인정보 항목과 비밀 보장 등

을 명기한 설명문 및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승인번호:

P01-202207-01-003).

신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피부색이 급격히 변

화되었거나 실험일 기준 1년 이내에 태닝(tanning) 등의 인위적

인 처치를 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탈락시켜 최종 504명을 선정

하였다. 

실험참가자의 연령대를 20대로 선정한 이유는 나이에 따라

노화와 외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 얼굴 형태가 변화되기 전이며,

얼굴 형태가 완성되는 나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정확

한 얼굴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Han, 2009). 

2. 실험 항목 및 분석 방법

얼굴형과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 퍼스널컬러 유형을 파악하

기 위해 서경대학교 유담관 518호에서 KSA3011의 태양광과

흡사한 5000K의 정확한 색온도를 내는 조명 기구를 설치하고,

자연광의 조도를 유지한 측정환경을 설정하였다(Cha & Kim,

2011; Byun, 2019). 직사광선, 유리창 등의 투과 광선을 피하고

흰색 벽면을 등진 상태에서 정면과 45도 좌·우측 방향의 얼굴

사진을 카메라(D90, Nikon, Tokyo, Japan)로 촬영하였다. 

1) 얼굴형과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 분석 방법

얼굴형은 선행 연구의 얼굴형 분류를 기준으로 계란형, 둥근

형, 각진형, 다이아몬드형, 역삼각형, 긴형의 총 6가지로 선정

하였다(Park, 2013; Lee, 2010; Yang, 2009). 얼굴형을 판단하는

변인은 눈, 코, 입의 이목구비와 머리 모양을 제외한 얼굴 전체

의 외곽선 및 이마와 턱의 각도와 모양, 얼굴의 길이와 폭의 비

율 그리고 광대뼈의 돌출 등으로 하였다(Jung, 2020).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형별로

가장 분포가 많은 이미지(Han, 2009; Lim, 2007; Kang, 2003)

를 분석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어를 제외하여 평가지를 구성하

였다.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8인

이 과반수의 일치한 의견으로 얼굴형을 결정하였고, 평가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얼굴형별 이미지를 판단하였다. 

2) 퍼스널컬러 유형 분석 방법

퍼스널컬러 유형 분석은 80색상의 컬러 드레이핑(color

draping) 진단천(CML Beauty Design Center, Seoul, Kore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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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관능평가를 하였다(Lee, 2012; Cha, 2011).

퍼스널컬러 유형 분류는 신체 색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부색

과 얼굴 형태의 변화요인은 피부색이 투명하고 눈동자가 반짝

이는지, 얼굴색이 화사하며 노란기와 붉은기가 감소하는지, 주

근깨와 잡티가 보이지 않는지,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지의 긍정

적인 변화요인을 조화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눈동자가 흐려

보이거나 생기가 없어 보이는지,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보이는지, 기미, 주근깨, 잡티,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

이는지의 부정적인 변화요인을 부조화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

다(Cha, 2011; Moon, 2009; Shin, 2002) (Table 1).

메이크업과 퍼스널컬러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8인

이 과반수의 일치한 의견으로 퍼스널컬러 유형을 결정하였다.

3. 통계 방법

상기 연구 내용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얼굴형과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 퍼스널컬

러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하였다.

둘째, 얼굴형별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퍼스널컬러 유형을 알

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하였고, 유의수

Table 1. Factors of change in personal color diagnosis

Change factor Factor of change in diagnosis

Change in 
skin color

Harmony factor

1. Bright-looking in Skin color

2. Transparent-looking in Skin color

3. Less red-looking in Skin color

4. Less yellow-looking in Skin color

Incongruity factor

5. Dark-looking in Skin color

6. Dull-looking in Skin color

7. More red-looking in Skin Color

8. More yellow-looking in Skin color

Change in
face shape

Harmony factor

1. Three-dimensional-looking in Face shape

2. Softer-looking in Face shape 

3. Fading of Blemishes, liver spot and pimple on Face

4. Lightening of wrinkles and shade on Face 

Incongruity factor

5. Flat-looking in Face shape

6. Sharper-looking in Face shape

7. Darkening of Blemishes, Liver Spot, Pimple on Face

8. Deepening of Wrinkles and Shade on Face

Table 2. Personal color type and face shape distribution

Item Category N %

Face shape type

Square-shaped 141 28.0

Egg-shaped/Oval face 17 3.4

Long-shaped 73 14.5

Diamond-shaped 124 24.6

Round-shaped 111 22.0

Inverted triangle-shaped 38 7.5

Total 504 people 100%

Personal color type

Spring 51 10.1

Summer 184 36.5

Autumn 141 28.0

Winter 128 25.4

Total 504 peopl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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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0%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얼굴형과 퍼스널컬러 유형 분포

실험 대상자의 얼굴형과 퍼스널컬러 유형 분포를 알아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각진 얼굴형이 141명(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이아몬드 얼굴형 124명(24.6%), 둥근 얼굴형 111명(22.0%), 긴

얼굴형 73명(14.5%), 역삼각 얼굴형 38명(7.5%), 계란 얼굴형

1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대 한국인 여성의 얼굴

은 ‘둥근형’ 분포가 가장 높다(Lee, 2018; Lee, 2015; Yang,

2009)는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퍼스널컬러 유형 분포는 여름 유형이 184명(36.5%)으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을 유형 141명(28.0%), 겨울 유형 128

명(25.4%), 봄 유형 51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퍼스

널컬러 유형 중 여름 유형이 높다(Cha, 2011; Shin, 2002)는 연

구와 같은 결과였다.

2.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 분포

1) 둥근 얼굴형 이미지 특징

둥근 얼굴형 111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낙천적인(94.6%)’, ‘친근한

(93.7%)’, ‘온화한(92.8%)’, ‘발랄한(82.9%)’이었다. 다음으로

‘젊은(69.4%)’, ‘어려 보이는(58.6%)’, ‘귀여운’과 ‘쾌활한(55%)’,

‘사랑스러운(32.4%)’ 순이었으며, ‘아기자기한(10.8%)’ 이미지

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둥근 얼굴형의 특징이 ‘친근하다’(Lim,

2007)라고 한 선행 연구와 ‘귀엽다’(Han, 2008; Lee, 2006; Kang,

2003)라고 한 결과와 같았다.

2) 각진 얼굴형 이미지 특징

각진 얼굴 유형 141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신뢰감 있는(71.6%)’이었다.

다음으로 ‘성실한(66.7%)’, ‘당당한(63.2%)’, ‘활동적(53.2%)’,

‘남성적(47.5%)’, ‘강인한(46.8%)’, ‘우직한(37.7%)’, ‘활발한

(31%)’, ‘도전적(3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적인(15.6%)’

이미지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각진 얼굴형의 특징이 ‘신뢰감

있다’(Han, 2009; Lim, 2007; Kang, 2003)라고 한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3) 역삼각 얼굴형 이미지 특징

Table 3. Images of the round-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pretty?

Never 0 0.0

Rarely 1 0.9

Neutral 49 44.1

Sometimes 58 52.3

Always 3 2.7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very 

cheerful?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9 17.1

Sometimes 87 78.4

Always 5 4.5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young for 
her age?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46 41.4

Sometimes 62 55.9

Always 3 2.7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gentle?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8 7.2

Sometimes 103 92.8

Always 0 0.0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friendly?

Never 0 0.0

Rarely 1 0.9

Neutral 6 5.4

Sometimes 100 90.1

Always 4 3.6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lovely?

Never 0 0.0

Rarely 8 7.2

Neutral 67 60.4

Sometimes 30 27.0

Always 6 5.4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youthful?

Never 0 0.0

Rarely 1 0.9

Neutral 33 29.7

Sometimes 77 69.4

Always 0 0.0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optimistic?

Never 0 0.0

Rarely 1 0.9

Neutral 5 4.5

Sometimes 104 93.7

Always 1 0.9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animated?

Never 0 0.0

Rarely 8 7.2

Neutral 42 37.8

Sometimes 60 54.1

Always 1 0.9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ute?

Never 0 0.0

Rarely 44 39.6

Neutral 55 49.5

Sometimes 11 9.9

Always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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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ages of the square-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active?

Never 0 0.0

Rarely 22 15.6

Neutral 44 31.2

Sometimes 72 51.1

Always 3 2.1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tough?

Never 0 0.0

Rarely 25 17.7

Neutral 50 35.5

Sometimes 61 43.3

Always 5 3.5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onfident?

Never 0 0.0

Rarely 16 11.3

Neutral 36 25.5

Sometimes 82 58.2

Always 7 5.0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sculine?

Never 0 0.0

Rarely 22 15.6

Neutral 52 36.9

Sometimes 59 41.8

Always 8 5.7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naively 
honest?

Never 0 0.0

Rarely 21 14.9

Neutral 67 47.5

Sometimes 52 36.9

Always 1 .7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hallenging?

Never 0 0.0

Rarely 40 28.4

Neutral 58 41.1

Sometimes 41 29.1

Always 2 1.4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faithful?

Never 0 0.0

Rarely 5 3.5

Neutral 42 29.8

Sometimes 93 66.0

Always 1 0.7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vivacious?

Never 0 0.0

Rarely 36 25.5

Neutral 61 43.3

Sometimes 44 31.2

Always 0 0.0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trustworthy?

Never 0 0.0

Rarely 5 3.5

Neutral 35 24.8

Sometimes 100 70.9

Always 1 0.7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urbane?

Never 10 7.1

Rarely 72 51.1

Neutral 37 26.2

Sometimes 22 15.6

Always 0 0.0

Table 5. Images of the inverted triangle-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refined?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4 36.8

Sometimes 24 63.2

Always 0 0.0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girlish?

Never 0 0.0

Rarely 3 7.9

Neutral 20 52.6

Sometimes 15 39.5

Always 0 0.0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sharp?

Never 0 0.0

Rarely 2 5.3

Neutral 16 42.1

Sometimes 20 52.6

Always 0 0.0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feeble?

Never 0 0.0

Rarely 14 36.8

Neutral 21 55.3

Sometimes 3 7.9

Always 0 0.0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slim?

Never 0 0.0

Rarely 12 31.6

Neutral 17 44.7

Sometimes 9 23.7

Always 0 0.0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tellectual?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1 28.9

Sometimes 27 71.1

Always 0 0.0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benign?

Never 0 0.0

Rarely 8 21.1

Neutral 27 71.1

Sometimes 3 7.9

Always 0 0.0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gentle?

Never 0 0.0

Rarely 15 39.5

Neutral 20 52.6

Sometimes 3 7.9

Always 0 0.0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nocent?

Never 0 0.0

Rarely 19 50.0

Neutral 17 44.7

Sometimes 2 5.3

Always 0 0.0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ool?

Never 0 0.0

Rarely 2 5.3

Neutral 9 23.7

Sometimes 27 71.1

Always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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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 얼굴형 38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5).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지적인(71.1%)’, ‘차가운

(71.1%)’이었다. 다음으로 ‘세련된(63.2%)’, ‘날카로운(52.6%)’,

‘소녀적인(39.5%)’, ‘가냘픈(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약

한(7.9%)’, ‘유순한(7.9%)’, ‘온화한(7.9%)’, ‘순수한(5.3%)’ 이

미지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역삼각 얼굴형의 특징이 ‘지적이

다’(Han, 2009), ‘날카롭고, 세련되었다’(Han, 2009; Lim, 2007),

‘청순하고 소녀적이다’(Jang, 2006; Shin, 2003)라고 한 선행 연

구와 같은 결과였으나, ‘소녀답고 유순하다’(Kang, 2003)라고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4) 다이아몬드 얼굴형 이미지 특징

다이아몬드 얼굴형 124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차가운(70.9%)’이었다. 다음

으로 ‘성숙한(68.5%)’, ‘지적인(50.8%)’, ‘강한(46%)’, ‘도시적인

(36.3%)’, ‘개성적인(36.3%)’, ‘예리한(31.5%)’, ‘섹시한(29.0%)’,

‘화려한(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적인(6.5%)’ 이미지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얼굴형의 특징이 ‘차갑다’

(Han, 2009; Lim, 2007)라고 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나,

‘섹시하거나 화려하다’(Han, 2006)라고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

5) 긴 얼굴형 이미지 특징

긴 얼굴형 73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7).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성숙한(98.6%)’, ‘침착한

(98.6%)’, ‘어른스러운(97.3%)’, ‘조용한(97.2%)’, ‘이지적인

(94.5%)’, ‘고전적(93.2%)’, ‘여성스러운(72.6%)’이었다. 다음으

로 ‘고상한(53.4%)’, ‘품위 있는(5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아한(46.6%)’ 이미지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긴 얼굴형의 특

징이 ‘성숙하다’(Han, 2009)라고 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

나, ‘침착하다’(Jang, 2006), ‘우아하다’(Lee, 2010; Lim, 2007)라

고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6) 계란 얼굴형 이미지 특징

계란 얼굴형 17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특징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가장 높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부드러운(100%)’, ‘자연스러

운(82.4%)’, ‘친근한(76.5%)’이었다. 다음으로 ‘포근한(58.8%)’,

‘청순한(52.9%)’, ‘매력적인(47.1%)’, ‘고상한(41.2%)’, ‘성숙한

(2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련된(5.9%)’ 이미지는 낮게 나

타났고, ‘기품있는(0.0%)’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 이것 계란 얼

굴형의 특징이 ‘부드럽다’(Lee, 2010; Han, 2008; Jang, 2006)라

Table 6. Images of the diamond-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old?

Never 0 0.0

Rarely 12 9.7

Neutral 24 19.4

Sometimes 84 67.7

Always 4 3.2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tellectual?

Never 0 0.0

Rarely 11 8.9

Neutral 50 40.3

Sometimes 63 50.8

Always 0 0.0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tough?

Never 0 0.0

Rarely 29 23.4

Neutral 38 30.6

Sometimes 57 46.0

Always 0 0.0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sexy?

Never 2 1.6

Rarely 67 54.0

Neutral 19 15.3

Sometimes 36 29.0

Always 0 0.0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sharp?

Never 0 0.0

Rarely 31 25.0

Neutral 54 43.5

Sometimes 39 31.5

Always 0 0.0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ture?

Never 0 0.0

Rarely 14 11.3

Neutral 25 20.2

Sometimes 78 62.9

Always 7 5.6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gorgeous?

Never 0 0.0

Rarely 63 50.8

Neutral 30 24.2

Sometimes 28 22.6

Always 3 2.4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urbane?

Never 0 0.0

Rarely 7 5.6

Neutral 72 58.1

Sometimes 45 36.3

Always 0 0.0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dividual?

Never 0 0.0

Rarely 6 4.8

Neutral 73 58.9

Sometimes 45 36.3

Always 0 0.0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sculine?

Never 0 0.0

Rarely 70 56.5

Neutral 46 37.1

Sometimes 8 6.5

Always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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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ages of the long-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elegant?

Never 0 0.0

Rarely 1 1.4

Neutral 38 52.1

Sometimes 34 46.6

Always 0 0.0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tellectual?

Never 0 0.0

Rarely 1 1.4

Neutral 3 4.1

Sometimes 69 94.5

Always 0 0.0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ture?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 1.4

Sometimes 67 91.8

Always 5 6.8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lassic?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5 6.8

Sometimes 64 87.7

Always 4 5.5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alm?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2 2.7

Sometimes 69 94.5

Always 2 2.7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omposed?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 1.4

Sometimes 67 91.8

Always 5 6.8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lofty?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34 46.6

Sometimes 33 45.2

Always 6 8.2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feminine?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20 27.4

Sometimes 49 67.1

Always 4 5.5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adult?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2 2.7

Sometimes 68 93.2

Always 3 4.1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decent?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34 46.6

Sometimes 36 49.3

Always 3 4.1

Table 8. Images of the egg-shaped face

Item Category N %

1.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elegant?

Never 0 0.0

Rarely 1 1.4

Neutral 38 52.1

Sometimes 34 46.6

Always 0 0.0

2.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tellectual?

Never 0 0.0

Rarely 1 1.4

Neutral 3 4.1

Sometimes 69 94.5

Always 0 0.0

3.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ture?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 1.4

Sometimes 67 91.8

Always 5 6.8

4.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lassic?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5 6.8

Sometimes 64 87.7

Always 4 5.5

5.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alm?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2 2.7

Sometimes 69 94.5

Always 2 2.7

6.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composed?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1 1.4

Sometimes 67 91.8

Always 5 6.8

7.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lofty?

Never 0 0.0

Rarely 0 0.0

Neutral 34 46.6

Sometimes 33 45.2

Always 6 8.2

8.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urbane?

Never 0 0.0

Rarely 7 5.6

Neutral 72 58.1

Sometimes 45 36.3

Always 0 0.0

9.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individual?

Never 0 0.0

Rarely 6 4.8

Neutral 73 58.9

Sometimes 45 36.3

Always 0 0.0

10. In your opinion about 
the image of this face 
shape: 

Does she look 
masculine?

Never 0 0.0

Rarely 70 56.5

Neutral 46 37.1

Sometimes 8 6.5

Always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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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나, ‘세련되고 기품있다’(Yang,

2009)라고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3. 얼굴형별 퍼스널컬러 유형 분포

얼굴형별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퍼스널컬러 유형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둥근 얼굴형은 여름 유형이 51명(45.9%)으로 가장 높게 분포

하였고, 겨울 유형 27명(24.3%), 가을 유형 21명(18.9%), 봄 유

형 12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각진 얼굴형은 여름 유형이

53명(37.6%)으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겨울 유형 40명(28.4%),

가을 유형 37명(26.2%), 봄 유형 11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역삼각 얼굴형은 여름 유형이 13명(34.2%)으로 가장 높게 분포

하였고, 가을 유형 12명(31.6%), 겨울 유형 10명(26.3%), 봄 유

형 3명(7.9%)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아몬드 얼굴형은 여름 유

형과 가을 유형이 동일하게 39명(31.5%)으로 가장 높게 분포하

였고, 겨울 유형 32명(25.8%), 봄 유형 14명(11.3%) 순으로 나

타났다. 긴 얼굴형은 가을 유형이 30명(41.1%)으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여름 유형 19명(26.0%), 겨울 유형 17명(23.3%),

봄 유형 7명(9.6%) 순으로 나타났다. 계란 얼굴형은 여름 유형

이 9명(52.9%)으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봄 유형 4명(23.5%),

가을 유형 2명(11.8%), 겨울 유형 2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0.1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였고, 위와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이 0.075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형에 따른 퍼스널컬러 유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과 퍼스널컬러 유형의 연관성 분석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과 퍼스널컬러 유형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퍼스널컬러 유형별 색채와 외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Yang, 2016)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조사한 얼

굴형별 이미지 특징과 비교해 상기 선행 연구의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는 얼굴형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해당 얼굴형에

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얼굴형별로

50% 이상의 응답이 나온 이미지 특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1) 퍼스널컬러 봄 유형

퍼스널컬러 봄 유형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귀여운’,

‘경쾌한’, ‘동적인’, ‘로맨틱한’, ‘밝은’, ‘선명한’, ‘스포티한’,

‘즐거운’, ‘캐주얼한’, ‘클리어한’, ‘화사한’이었다. 외형 이미지

는 ‘귀여운’, ‘여성스러운’, ‘밝은’이었다. 

얼굴형별 이미지 항목에서 이상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느

껴지는 얼굴은 ‘둥근형 12명(10.8%)’과 ‘계란형 4명(23.5%)’이

었다. 이미지는 둥근형 얼굴의 ‘발랄한(82.9%)’, ‘젊은(69.4%)’,

‘어려 보이는(58.6%)’, ‘귀여운’과 ‘쾌활한(55%)’ 이미지와 계

란형 얼굴의 ‘청순한(52.9%)’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퍼스널컬러 여름 유형

퍼스널컬러 여름 유형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깨끗

한’, ‘낭만적인’, ‘부드러운’, ‘로맨틱한’, ‘여성스러운’, ‘온화한’,

‘우아한’, ‘이지적인’, ‘차분한’이었다. 외형 이미지는 ‘섬세한’,

‘상냥한’, ‘여성스러운’이었다. 

얼굴형별 이미지 항목에서 이상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느

껴지는 얼굴은 ‘각진형 53명(37.6%)’, ‘둥근형 51명(45.9%)’,

‘다이아몬드형 39명(31.5%)’, ‘역삼각형 13명(34..2%)’, ‘계란형

9명(52.9%)’이었다. 이미지는 각진형 얼굴의 ‘신뢰감 있는

(71.6%)’, ‘성실한(66.7%)’ 이미지와 둥근형 얼굴의 ‘친근한

(93.7%)’, ‘온화한(92.8%)’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지적인(50.8%)’ 이미지, 역삼각형 얼굴

의 ‘지적인(71.1%)’, ‘세련된(63.2%)’ 이미지, 계란형 얼굴의

‘부드러운(100%)’, ‘자연스러운(82.4%)’, ‘친근한(76.5%)’, ‘포

근한(58.8%)’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3) 퍼스널컬러 가을 유형

퍼스널컬러 가을 유형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고전

적인’, ‘고상한’, ‘고저스한’, ‘고풍스러운’, ‘내추럴한’, ‘성숙한’,

Table 9. Personal color type distribution by face shape

Face shape type
Spring Summer Autumn Winter

χ2 (p)
N(%) N(%) N(%) N(%)

Square-shaped 11(7.8) 53(37.6) 37(26.2) 40(28.4)

23.467
(.075)

Egg-shaped 4(23.5) 9(52.9) 2(11.8) 2(11.8)

Long-shaped 7(9.6) 19(26.0) 30(41.1) 17(23.3)

Diamond-shaped 14(11.3) 39(31.5) 39(31.5) 32(25.8)

round-shaped 12(10.8) 51(45.9) 21(18.9) 27(24.3)

Inverted triangle- shaped 3(7.9) 13(34.2) 12(31.6) 10(26.3)

Total 51(10.1) 184(36.5) 141(28.0) 12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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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숙한’, ‘점잖은’, ‘중후한’, ‘풍요로운’, ‘화려한’, ‘고급스러운’,

‘클래식한’이었다. 외형 이미지는 ‘차분한’, ‘어른스러운’, ‘성숙

한’이었다. 

얼굴형별 이미지 항목에서 이상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느

껴지는 얼굴은 ‘다이아몬드형 39명(31.5%)’, ‘긴형 30명(41.1%)’

이었다. 이미지는 다이아몬드형 얼굴의 ‘성숙한(68.5%)’ 이미

지와 긴형 얼굴의 ‘성숙한’과 ‘침착한(98.6%)’, ‘어른스러운

(97.3%)’, ‘조용한(97.2%)’, ‘이지적인(94.5%)’, ‘고전적인(93.2%)’,

‘여성스러운(72.6%)’, ‘고상한(53.4%)’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

났다.

4) 퍼스널컬러 겨울 유형

퍼스널컬러 겨울 유형의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강렬

한’, ‘댄디한’, ‘모던한’, ‘이성적인’, ‘이지적인’, ‘진보적인’, ‘다

이나믹한’이었다. 외형 이미지는 ‘차가운’, ‘이지적인’이었다.

얼굴형별 이미지 항목에서 이상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느

껴지는 얼굴은 ‘각진형 40명(28.4%)’, ‘다이아몬드형 32명

(52.8%)’, ‘역삼각형 10명(26.3%)’이었다. 이미지는 각진형 얼

굴의 ‘당당한(63/2%)’, ‘활동적인(53.2%)’ 이미지와 다이아몬드

형 얼굴의 ‘차가운(70.9%)’ 이미지, 역삼각형 얼굴의 ‘차가운

(71.1%)’, ‘날카로운(52.6%)’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퍼스널컬러 유형 분류의 기준에 있어 얼굴형 이미

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대 여성 504명을 대상으

로 얼굴형과 퍼스널컬러 유형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에 대해 전

문가 8인이 육안평가와 평가지를 통해 얼굴형별 이미지 특징

과 퍼스널컬러 유형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이 도출되었다(Table 11).

첫째, 퍼스널컬러 봄 유형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얼

굴은 둥근형과 계란형이다. 둥근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발랄한’,

‘젊은’, ‘어려 보이는’, ‘귀여운’ 이미지와 계란형 얼굴에서 느껴

지는 ‘청순한’ 이미지는 퍼스널컬러 봄 유형 분류에 있어 의미

있는 척도이다.

둘째, 퍼스널컬러 여름 유형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얼굴은 둥근형과 계란형, 각진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이다.

둥근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친근한’, ‘온화한’ 이미지와 계란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친근한’, ‘포근

한’, ‘온화한’ 이미지는 퍼스널컬러 여름 유형 분류에 있어 의

미 있는 척도이다. 또한, 각진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있

는’, ‘성실한’ 이미지와 역삼각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세련된’ 이미지 및 다이아몬드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Table 10. Images by personal color type and face shape

Source Category
Images by personal color type

spring type summer type autumn type winter type

Yang, H. Y.
(2016)

Color image

pretty, brisk 
active, romantic

bright, vivid
sporty, happy
casual, clear

gorgeous

clean, romantic

tender, feminine 
gentle, elegant 

intellectual
 composed

classic, lofty
gorgeous, antique, natural

 mature, mellow 
gentle, profound
affluent, classy

classical

strong, dandy

modern, reasonal,
intellectual,

progressive,
dynamic

Yeo, S. M.

(2007)

appearance

image

pretty 

feminine, bright

delicate, affable

feminine

composed

adult, mature 

cool,

intellectual

 Researcher

Face shape

round-shaped

12people(10.8%)

square-shaped 

53people(37.6%) diamond-shaped

39people(31.5%)

square-shaped 

40people(28.4%)

round-shaped

51people(45.9%) diamond-shaped 

32people(52.8%)diamond-shaped 

39people(31.5%)

egg-shaped

4 people(10.8%)

long-shaped

30people(41.1%)

invert triangle-shaped

13 people(34..2%) invert triangle-shaped

10people(26.3%)egg-shaped 

9 people(52.9%)

Images by

face shape

cheeful, youthful,

young-looking
pretty,

animated, 

 innocent

 trustworthy, faithful,

 friendly, gentle
 intellectual,
refined, soft

 natural, warm

mature, composed
adult, calm

intellectual, classic
 feminine, lofty

confident, active

 cool,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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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퍼스널컬러 여름 유형 분류에 있어 의미 있는 척도

이다.

셋째, 퍼스널컬러 가을 유형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얼굴은 다이아몬드형과 긴형 얼굴이다. 다이아몬드형 얼굴에

서 느껴지는 ‘성숙한’ 이미지와 긴형 얼굴에서 느껴지는 ‘성숙

한’, ‘침착한’, ‘어른스러운’, ‘조용한’, ‘이지적인’, ‘고전적인’,

‘여성스러운’, ‘고상한’ 이미지는 퍼스널컬러 가을 유형 분류에

있어 의미 있는 척도이다. 

넷째, 퍼스널컬러 겨울 유형의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얼굴은 각진형, 다이아몬드형, 역삼각형 얼굴이다. 각진형 얼굴

에서 느껴지는 ‘당당한’, ‘활동적인’ 이미지와 다이아몬드형 얼

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이미지 및 역삼각형 얼굴에서 느껴

지는 ‘차가운’, ‘날카로운’ 이미지는 퍼스널컬러 겨울 유형 분

류에 있어 의미 있는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퍼스널컬러는 본인의 피부 바탕색이 원천이 되

는 것(Byun, 2019)이고, 퍼스널컬러 유형 진단을 할 때 피부색

이 중요하다(Choi, 2013)고 하였지만, 사람의 피부색은 인종과

지역, 성별, 연령 및 개인에 따라 다르고, 인체에서 부위별, 계

절별로 상이하며,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변화됨에 따

라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더욱이 색은 주변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에 따른 판단의 변수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따라서 색보다는 육안 판단이 쉽고, 주변 환경의 영향

을 덜 받는 형태적인 측면을 퍼스널컬러 유형 분류의 척도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가 퍼스널컬

러 유형 진단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형태학적인 특징만으로 퍼스널컬러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의 방식대로 진단 천을 활

용한 관능평가와 피부색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

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색의 특징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얼

굴형과 얼굴형별 이미지가 고려할 요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퍼스널컬러를 파악할 수 있

는 또 다른 기준을 제공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미용 관련 서비

스산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얼굴형 분류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얼굴형이 혼

합된 사람이 총 5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0.9%에 해당하였으

나, 편의상 더 많이 보이는 얼굴형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이

미지의 특징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혼합형

얼굴의 이미지 특징과 퍼스널컬러 유형 분류의 연관성을 탐색

하기 위한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퍼스널컬러

진단 시 관능평가에 대한 한계와 환경적 피부색의 변화, 진단

자의 주관적 개입, 통일되지 않은 드레이프 진단 천으로 인한

퍼스널컬러 진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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