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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In this rapidly-changing social environment, make-up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of living culture relating to aesthetic and 

complex value of human beings, not a simple and instinctive 

ornamental behavior.  

 These days, appea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due to development 

of computers, television sets and multi-media. In particular, as more 

women have jobs, they use make-up as a positive image changing 

means and much change in make-up trend is found.  

 In physiognomy, faces are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and it has been believed that inborn faces do not change. However, 

the theory should be reconsidered as the generation changes. So, to 

make better looks within the range of modern physiognomy, we need 

more study on harmony of looks though make-up and correction 

make-up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looks and faces, 

specifically, foreheads, eyebrows, eyes, noses, mouths and chins that 

are important clues in people's looks based on physiog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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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Through such examination, this study selected five test 

models and attempted change of bad looks in terms of physiognomy 

into desirable looks through correction of make-up. The images 

were analysed before and after make-up.  

 This study presented effective make-up techniques which help the 

subjects to change images as follows : good image were highlighted 

and bad images were modified through make-up, which brought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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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 환경 속에 메이크업은 단순한 겉모습의 본능적 치

장 욕구가 아닌 미적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그 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지를 중요하

게 여기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메이크업은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

고 있다.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표정과  

사람의 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오는 자신감과 안정, 삶의 

의욕을 일으킨다. 이렇듯 메이크업은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메이크업이 

아닌 타고난 용모에 이미지와 인상을 토대로 이미지를 바꾸어 운세를 

변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얼굴 이미지는 사람을 대면할 때 전

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한다. 인상 형성시 얼굴을 

통해 일차적인 판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인상학의 범주 안에

서 타고난 인상도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개성

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한다면, 행운을 부르는 얼굴로 만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관심의 초점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인간 

개인의 운명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였다. 한 개인의 인상은 그

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에게 어떤 공통된 이미지를 형성한다1). 즉 인

상은 개인의 운명에 관여하고 있으며 인상학에서의 얼굴은 매우 중요한 

1) 오근재, “영상기호로서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 인상학적 담론에 근거한 얼굴

형과 구조를 중심으로”,디자인학 연구 1999, p.123



- 2 -

요소로 등장한다.

메이크업과 인상에 대한 과거 논문들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고,2)메

이크업과 인상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왔기 때문에  인상학을 

근거로 얼굴 이미지를 고찰하고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메

이크업의 조화와 함께 메이크업이 인상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상학의 범주를 얼굴로 제한하고, 얼굴 부분 중에도 메이

크업과 관련한 부분을 분석하여 인상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을 디자인 

연구하여 자신의 좋은 얼굴인상을 찾는데 일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메이크업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움을 추

구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에 맞는 자신만

의 메이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즉 개인의 피부타입, 얼굴형태, 색상

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유행성 취향인 일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좀 더 자신의 얼굴형태와 인상을 고려한 상호보완적인 메이크업을 연구

하고 더불어 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자신에게 적합한 메이

크업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의 범위를, 메이크업과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제한하여 인상이 갖는 철학적이 방향보다는 주로 메이크업에 비

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Ⅰ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제Ⅱ장부터는 본론

으로 크게 4장으로 나누어 1장에서는 기존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

2) 이경하, "눈썹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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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메이크업에 관련한 부분과 인상학에 관련한 부분으로 나누어, 메이

크업의 의의 및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인상학 부분에서는 인상학의 이

론적 배경에 대해 알고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얼굴형태와 얼굴의 부분

별 형태를 몇 가지 대표적인 형태를 나누어 형태와 이미지 분석을 하였

으며 3장에서는 얼굴과 부분별 형태와 이미지를 인상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색채 이미지와 수정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 메

이크업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얼굴의 유형별 특징과 메이크업 테크

닉, 부분별(눈, 코, 입)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제 Ⅲ장

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관계를 살펴보

고, 인상학을 근거로 한 메이크업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인

상학에서도 실생활에서도 모두가 바람직한 인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수정 메이크업을 통하여, 얼굴형태별 실험모델을 선정하여 인상학적인 

얼굴분석과 이미지 메이크업의 시술과정을 설명하고 메이크업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하여 사진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사진작업 후 전문가 

집단 5명에게 사진전과 후의 종합적인 식견을 조사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종합적인 내용

을 분석하고, 메이크업이 사람의 인상을 유형별로 교정, 변화시키는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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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제제제1111장장장장. . . .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인상학의 인상학의 인상학의 이해이해이해이해

1.1.1.1.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기원기원기원기원

1)메이크업의 定義

 메이크업이란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얼굴

의 단점을 수정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한층 돋보이게 하여 아름답게 표

현해주는 창조적인 작업이다3).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자 꾸미는 행위이며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업

(image-up)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 주제에 따

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

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눈 코 입 형태 뿐 만 아니라 새로

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

다4).

 메이크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것으로서 영어의 make-up은 페

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

뀌아쥬(mapuilage)등으로 표현한다. 17세기 초기 영국 시인 리차드 크

라슈(Richard crashu)가 "메이크업이란 여성의 매력을 최대한 높여주

는 행위"라 하여 최초로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보단 앞선 16세기 세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

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당신 백납 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

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짙

3) 강영아,「메이크업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7

4) 박보영,「메이크업 아트」청구문화사, 200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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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 이였다. 16세기~17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연료

로 만든 분을 "페인트(paint)"라고 불렀고 그 후에 백납 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

(painting)이라 하였다. 프랑스어인 "마뀌아쥬(mapuilage)"는 원래분장

을 뜻하는 연극용어였으며 "투알레트(toilette)"는 1510년경 영국에 전

해져 "토일렛(toilet)"으로 변한 말로써 화장을 포함한 치장전반을 가리

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5).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중의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

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써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하는 표현기법이

다.

 메이크업의 기능을 살펴보면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리적 기능은 메이크업의 가장 기

본적 기능으로 제품으로 인한 외형적인 미화효과와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기능은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인 효과

를 말한다. 즉 자기 이미지가 더욱 좋아짐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는 생산적이고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은 무언의 의사전달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습이나 예의의 표현, 신

분이나 직업의 표시를 나타낸다6).

 따라서 이러한 메이크업의 기능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미적, 정서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또한 메이크업

은 내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점에서 자신의 얼굴특징이나 장점 

결점을 파악한 후 이때 적절한 메이크업 테크닉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

리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좋은 인상을 만들도록 한다.

2)메이크업의 기원

5) 한명숙,「마뀌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2003, p.11

6)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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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로는 학문적으로 여러 학설이 있겠지만 구

체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해석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의 미적 추구 욕망과 종족 보존

의 필요성,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발전되어 왔다. 메이크업 기원설

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1) 미화설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나 혹은 우월성을 표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학설이다. 어떻든 인간의 본능 욕구 중

의 하나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하며 일부의 약점이나 단점을 커버하

여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수단 이였던 것 이다.

실 예로 당시의 이집트 풍속에는 입맞춤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여인

들은 유두에 붉은 칠을 하여 화장하였다7).

(2)장식설

 옷을 입기 시작하기 이전의 원시시대에는 나체 상태에서 피부에 직접 

회화, 조각, 문신을 새겨 자신의 우월성을 표현하였다는 장식설이 있다. 

전쟁으로부터 승리의 투사가 귀환하였을 때 신체에 남아있는 상처와 피

가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용맹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 후 자연스

럽게 표식이나 장식을 하려는 욕망이 원시의 지배자들로부터 시작되었

으며, 다채로운 색채의 진흙을 재료로 하여 얼굴, 머리, 전신 에 바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속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으로 지금도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콩고 의 마요고족들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다.

(3)보호설

 원시 인류가 자기 자신을 악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을 공포감에 

몰아넣기 위해 상흔과 문신을 사용하였다는 학설이다. 이집트인들은 태

7) 박춘심, 「make-up」, 광문각, 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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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빛과 곤충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 주위에 푸른색으로 짙게 

감싸듯 그려주기도 하였다8). 이처럼 화장은 사람을 미화시키는 장식의 

수단이며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4)신분 표시설

 종족이나 개인의 계급 신분 부족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한 설도 있다. 

지금도 미개사회에서는 장식을 통해 성별, 계층별, 연령별, 부족별 구별

이 되도록 하는데, 태초의 치장도 이처럼 신분을 표시하는 데서 비롯되

었다는 것이다.

(5)종교설

 인간은 늘 자연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에 불안을 느끼는 존재로

서 심리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원시종교가 생겼다는 설이 있

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향나무를 자르고 즙으로 자른 향수나 향료를 

미화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화장을 통해 죽음과 영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종교적 힘으로써  평안을 얻고자 했다.

3)우리나라의 화장

 우리나라 여성들이 언제부터 화장을 했는가는 문헌상에도 정확한 기록

은 없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화장은 5세기 때부터 고구려

의 고분으로 추측되는 수산리 벽화에서 여인의 눈썹과 뺨의 화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인 쌍영총의 벽화를 보면 

여인들의 신분계급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화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일본 사록에 의하면 백제로부터 향장품과 그 기술을 배워왔다는 기

록을 보면 신라시대와 백제시대에도 향장술이 잘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다양하였는데 이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

8)  위의 책, p.9

9)  위의 책,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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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생이 제도화되어 분을 도포한 듯이 하얗게 발랐으며, 눈썹은 가

늘게 또렷이 그리고, 입술에는 연지를 진하게 발랐다. 이 때부터 기생

의 화장과 일반여자들의 엷은 화장이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10).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배층이 사치풍조를 금압하여 외면적인 화려

함이 감소한 반면에 내면의 미가 강조되어 내외면 미의 합일을 추구하

였다. 본래의 모습을 은폐, 위장하는 분장을 경멸하여 기생이나 궁녀 

등 직업여성만이 짙은 분대화장을 하였으며, 일반여자들은 연회나 의례

에만 주로 장식하였다. 또한 이상형의 미인상이 성립되었는데 옥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가는 눈썹, 삼단 같은 검은머리, 복숭앗빛 뺨, 앵

두 같은 붉은 입술, 박속같은 흰 이, 가는 허리, 흰 모래밭의 자라인 양 

아기작거리는 걸음걸이와 옥반에 진주 굴리듯 낭랑한 목소리의 소유자

였다.

2 2 2 2 ....인상학과 인상학과 인상학과 인상학과 인상학의 인상학의 인상학의 인상학의 기본요소기본요소기본요소기본요소

1)인상학의 개념

 관상학 중에서도 얼굴을 통해 인간의 심성이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을 면상(面相)이나 인상(人相) 이라고 한다11). 어느 누구나 다

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추함보다는 인상이 눈

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미추(美醜)를 떠나 “인상 좋다, 인

상 나쁘다”에 대한 느낌은 순간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나온다. 관상이라 하면 얼굴만을 보

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얼굴 뿐 만 아니라 수상과 골격, 머리, 팔, 

다리, 가슴, 등, 배, 허리, 모발 또 국부까지 몸 전체를 골고루 보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얼굴의 상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인상의 기본원리는 음양오행에 

10) 강경화, 앞의 책, p.260

11)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신유출판사, 1994,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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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동양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역술은 수상학, 골상학, 족상학, 모상학, 인

상학들의 시각적 판단 분야와 음양오행사상을 활용하여 인간의 운세를 

판단하는 사주학 이라는 비 시각적인 분야로 나뉜다. 사주에서의 핵심

적인 부분은 운세 판단이고 수상에서는 두뇌활동과 건강 상태 등을 판

단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과 정서의 판단은 인상학에서 다룬

다13). 인상학에서는,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으로서 사람 개개인의 지

닌 특성이 있어 운명도 가지각색이며 자신의 숙명적으로 타고난 형태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자격의 윤곽이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타

고난 관상이 좋다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상은 아니

다. 아무리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박

혀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 인상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가기 나름

인 것이다.14)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찾아 수정 보완해가며, 좋은 인상

은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2)인상학의 기원

 인상학은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비롯

되었다. 지금부터 약 4천300여 년 전의 옛날부터 고대 중국에서 발상

되었다고 하며 ,고대의 사적(史蹟)에서 인상의 연구가 있었음이 발견되

었다. 공자의 일문에도 인상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태곳적부터 인상술이 행하여 졌다고 전해오는데, 석가가 

탄생하였을 때 ‘아시다’라는 사람이 그 상을 열심히 보더니 ‘이 아

이는 32상15)을 구비하고 있으니 뒤에 대성제가 될 것이다.’고 예언하

였다 한다. 유럽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

12) 국립박물관 편, 앞의 책, p.146

13)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

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9

14) 申一, 觀相學全書, 동양서적, 1977, p.32

15) 32상: 불상이 갖춰야할 32가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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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구가 였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상학의 골(骨)을 나타내고 

플라톤도 동물과 비교하여 인상학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자족

(獅子族)의 사람은 도량이 커서 용감하다고 한 것과 같다. 근세 유럽의 

인상학은 18세기 경부터 해부학적 두골의 연구가 진행된 탓도 있어 골

상학의 스타일을 취하면서 발전했다. 한편 동양의 인상학은 얼굴 전체

와 이목구비, 행위등을 종합으로 사람을 판단하였다. 오늘날의 인상학

은 동양의 것을 토대로 하고 서양의 골상학도 가미해서 고도로 발전 되

었다. 이렇게 관상학, 상학, 인상학이라는 학문은 세계의 동서양을 따지

지 않고 대단히 오랜 전통 위에서 긴 세월동안 연구되어온 학문이

다16).

3)인상학적 얼굴이미지

 사람 내면의 개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상징하는 것은 얼굴이다. 

얼굴은 감정의 희노애락에 따라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며 내면적인 모든 

것은 인상에 각인을 남긴다. 사람의 인상은 마음속의 감정을 나타내므

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표현된다.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는 얼굴에서 비롯되므로 얼굴이미지는 대인관계에서 사

람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써의 역할을 한다17). 얼굴

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며 사람됨을 판단한다. 다음

은 얼굴상을 본 인상의 예이다.

※ 웃는 상은 항상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며 인생을 즐기며 남의 도움을 

받아 발전한다.

※ 우는 상은 고독하고 역경에 이겨내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 얼굴이 넓은 사람은 좁은 사람에 비해서 대담하고 성격이 적극적이

16) 최용정, 「출세하려면 그대의 얼굴을 보라」대양미디어, 2005, pp.21~22

17) Hassin R &Trope Y, Facing Face: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200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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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얼굴이 좁으면 세심하고 견실하며 지성적이다18).

 구체적인 언행을 배제되고 이목구비의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얼굴의 표정일수록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19). 얼굴의 이

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

의 이목구비, 메이크업 등의 여러 요인이 있다. 얼굴에 있어서 이미지

를 좌우하는 이런 요인들의 형태변화로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얼굴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인상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으로서 사람 개개인이 지닌 특성이 있어 운

명(運命) 가지각색이며, 자신의 숙명적으로 타고난 형태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윤곽이 판단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20).

 인상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이마, 눈썹, 눈, 코, 입, 

귀 등의 각 부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갖추는 것이며, 더불어 내적 요소

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 곧 내

면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 항상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마음은 그 사

람의 운명마저 밝게 해줄 것이다. 자신의 얼굴에서 내뿜는 이미지를 결

정하고 인생을 만드는 것 또한 곧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4)인상을 보는 방법

 사람 각각의 기질, 성격이 다르듯 사람의 얼굴도 천차만별이다. 동시

에 각자의 살아가는 방법, 운세도 결코 같지 않다. 얼굴은 우리가 살아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과 생

18)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6

19) 옥미나, “얼굴표정에 대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

20) 申一, 앞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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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베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내적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의 용모는 정신적 내용이 표현하는 고정된 결과물인 것이

다21). 그러므로 “인상은 나쁘지만 인물은 좋다.”란 말이 있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인상은 그 사람의 청사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상학의 기본에 입각해 인상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⑴삼정(三停)

 동양의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있을 부귀빈

천, 행, 불행 등 모든 운세를 판단한다. 얼굴에는 상하좌우의 균형이 있

는데 얼굴을 가로로 3등분하여 위에서부터 상정, 중정, 하정으로 나누

는 것인데, 이것을 삼정이라 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그림1>.

①상정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머리카락이 자란 부위부터 눈썹까지를 말하

며 초년의 운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부모와의 운세, 관록, 두

뇌, 능력 등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으며, 이마는 넓고 굴곡이 없으며 빛

이 좋아야 길상으로 보며, 관운이 좋아 공직에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

다.

②중정

 눈썹 아래애서부터 코끝까지 말하며 중년의 운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자신감, 대범함, 감추어져 있는 능력, 재산 유무 등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으며, 눈에 힘이 넘치고 코가 두툼하면서 곧게 뻗어야 길상으

로 보며, 눈에 힘이 없거나 지나치게 날카롭고 코가 휘어지거나 낮은 

경우 흉상이라  본다. 또한 눈과 코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넘쳐 리더가 되며, 중년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③하정

21) 최용정,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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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끝에서 턱 끝까지를 말하며 말년의 운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다. 주택운, 가정운, 부하운 등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으며, 양쪽 뺨과 

턱에 살집이 좋고 빛이 깨끗한 것을 길상으로 본다.

                  <그림1>얼굴의 구분22)

               

        

                 

 (2)12궁(十二宮)

 인상학에서는 그 각각의 운을 보는 얼굴 부위가 열두 개로 정해져 있

는데 이를 12궁이라 한다. 얼굴을 십이궁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것으로 

22) 신수현,“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년,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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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십이궁이 있는데, 명칭은 관록궁(官祿宮), 명궁(命宮), 천이궁(遷移

宮), 형제궁(兄弟宮), 복덕궁(福德宮), 처첩궁(妻妾宮), 전택궁(田宅宮), 

부모궁(父母宮), 질액궁(疾厄宮), 재백궁(財帛宮), 노복궁(奴僕宮), 남

녀궁(男女宮)이다.

 관록궁(官祿宮)은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3~5cm 둘레가 그 자리

이며, 관운(官運)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승진 

등을 알 수 있는 곳이다23)<그림2>.

 명궁(命宮)은 눈썹과 눈썹사이 미간을 말하며, 사람의 정신적 기가 모

이는 곳으로 선천적 운명과 길흉과 학식, 현재의 운세를 판단할 수 있

는 부위이다<그림3>.

 천이궁(遷移宮)은 얼굴에서 이마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이사, 변

동, 사업의 변동 등 을 알 수 있는 부위이다<그림4>.

 형제궁(兄弟宮)은 두 눈썹을 말하며, 형제 관계와 그 사람의 능력, 의

지, 지능을 판단할 수 있고, 감정상 도움, 사람과의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림5>.

 복덕궁(福德宮)은 눈썹 끝의 윗부분으로 그 사람의 덕과 인덕을 판단

하며 정신, 재운 등의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그림6>

 처첩궁(妻妾宮)은 양쪽 눈 꼬리 부위이며 애정 운을 판단할 수 있는 

부위이다24)<그림7>.

 전택궁(田宅宮)은 눈썹과 눈썹사이를 말하며, 주거환경, 부동산 관계

와 상속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는 곳이다25)<그림8>.

 부모궁(父母宮)은 이마의 관록궁을 중심으로 좌우 2cm정도로 왼쪽이

마는 아버지 궁이라 하고, 오른쪽 이마는 어머니궁이라 한다26)<그림

9>.

 질액궁(疾厄宮)은 눈과 눈 사이의 코 뿌리를 말하며, 건강과 수명을 

23) 엄기헌,⌜복을 부르는 관상 화를 부르는 관상⌟, 아카데미북, 1999, p.88

24) 이강미,“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5

25) 엄기헌, 앞의 책, p.89

26) 이강미, 앞의 책,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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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한다<그림10>.

 재백궁(財帛宮)은 코끝과 좌우 콧 망울을 말하며 재산 상태와 관리 능

력, 사업운을 판단하는 부위이다<그림11>.

 노복궁(奴僕宮)은 턱을 말하며, 손아랫사람, 고용인 등과의 길흉 관계

를 판단하는 부위다27)<그림12>.

 남녀궁(男女宮)은 아래 눈꺼풀 바로 밑 부분을 말하며, 자녀의 덕행유

무와 숫자, 생식관계 능력, 태어날 자식의 성별 등을 판단할 수 있다.

27) 위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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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관록궁                           <그림3>명궁

<그림4>천이궁                           <그림5>형제궁

<그림6>복덕궁                           <그림7>처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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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전택운                           <그림9>부모궁

<그림10>질액궁                          <그림11>재백궁     

<그림12>노복궁28)

28) <그림2>~<그림12> 출처: 신수현, 앞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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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2222장장장장. . . .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형태분석형태분석형태분석형태분석

    1. 1. 1. 1. 얼굴의 얼굴의 얼굴의 얼굴의 형태 형태 형태 형태 및 및 및 및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분석분석분석분석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는 얼굴에서 비롯되므로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

는 중요한 단서로서 역할을 한다. 사람의 얼굴은 몇 가지 형태로 분류

할 수 있다.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미지도 

있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풍기는 인상도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얼굴형

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얼굴형태의 일반적 분석

 우리는 흔히 얼굴만 보았을 뿐, 한마디도하기전에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한다. 그런 말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얼굴형을 보고 판단하게 된

다.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은 한 가지 형태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어떤 얼굴의 형태라 구분 짓기 위해

서는 얼굴 형태의 기본이 되는 형태들로 분류할 수 있다29). 얼굴형은 

둥근형, 타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긴 형,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⑴둥근형

 둥근형은 수평방향으로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부분이 넓어 보이

는 형을 말한다. 얼굴이 좀 짧은 편이며 뺨에 둥근 맛이 있는 얼굴이고 

한국인의 일반적인 얼굴불안정하고 둔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 

29) 강은주,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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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타원형

 타원형은 중간 부분이 넓어 보이고 아랫부분은 좁아 보이는 이상적인 

얼굴형이다. 이 얼굴형은 청순하면서도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

다.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⑶사각형

 얼굴의 폭과 얼굴의 길이가 거의 같은 정도이고, 얼굴 아래쪽이 나온 

타입의 얼굴이다. 따라서 뼈대가 굵고 다부진 얼굴형이다. 체격이 크고 

어깨의 폭이 넓은 사람 중에 이형의 사람이 많다. 폭이 넓은 이마와 각

이 진 턱을 가진 이 얼굴형은 의지가 확고하고 강력한 느낌이 있고 활

달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네모진 얼굴은 당당한 매력이 있으므로 그 장

점을 살리고 너그러우면서도 부드러운 형태를 취하는 것이 균형에 있어 

좋다.

⑷역삼각형

 이마의 가로 넓이가 넓고 시원하지만 턱이 좁은 얼굴형으로 가냘 퍼 

보이며,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청순함을 주어 소녀다운 인상을 

주며 명량함과 활발함을 느끼게 하는 얼굴형으로 사진발이 잘 받는다. 

단점은 신뢰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⑸마름모형

 얼굴 중앙부분이 넓으며 돌출된 형으로 얼굴 상하 부분이 좁은 게 특

징이다. 몸이 마른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이다. 변화가 많은 

입체적인 얼굴이고 샤프한 인상을 주며,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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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얼굴 타입이다.

⑹긴 형

 얼굴이 전체적으로 가늘어 보여 옛날에는 미인의 얼굴이라고 일컬었을 

얼굴형이다. 길고 갸름한 얼굴형은 여성스러움과 성숙한 분위기가 있고 

지적이고 침착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젊은 여성으로서는 발랄함이 없

어 보이는 게 단점이다. 

<표1>얼굴 형태별 이미지

얼굴형태얼굴형태얼굴형태얼굴형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계란형(타원형) 청순함, 여성스러움

둥근형 온화함, 여성스러움, 우아함

사각형 의지 확고, 강력한 느낌

긴 형 여성스러움, 성숙함, 침착함

마름모형 차가움, 샤프함

역 삼각형
소녀다움, 청순함,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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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얼굴 얼굴 얼굴 얼굴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형태 형태 형태 형태 및 및 및 및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분석분석분석분석

1)눈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할 만큼 눈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아름

다움을 나타낸다. 눈은 이미지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렇듯 눈이 인간의 신체에 차지하는 이미지의 폭이 크다

는 말이다. 눈의 외형은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각각 다르듯 눈의 형

태도 가지각색이다. 다양한 눈의 형태는 천차만별의 이미지를 나으므로 

눈의 형태를 파악한다.

(1)눈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및 분석

 눈의 형태는 가지각색이지만 기본적인 눈의 형태를 크기, 쌍꺼풀 유

무, 미간의 넓이, 눈의 모양, 눈 꼬리, 안구 돌출 여부의 모양에 따라 

구분해본다<표2>.

①크기에 따른 유형

 전체적으로 눈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 큰 눈과 작은 눈으로 나눈

다.

⒜균형안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으며 우아하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인상을 주는 

눈이다.

⒝큰 눈

 눈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크며 시원하며 명랑하고 정열적인 인상을 주

는 눈이다.

⒞작은 눈

 눈의 크기가 작으며 답답하고 소극적인 인상을 주는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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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쌍꺼풀 유무

 쌍꺼풀이 있고 없음에 따라 외 꺼풀 과 쌍꺼풀이 있는 눈으로 나눈다.

⒜외 꺼풀

 쌍꺼풀이 없는 눈으로 단순하며 냉정하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는 눈

이다.

⒝쌍꺼풀눈

 쌍꺼풀이 있는 눈으로 밝고 서구적이며 현대적인 인상을 주는 눈이다.

③미간의 넓이

 미간이 넓은 눈과 좁은 눈으로 나눈다.

⒜미간이 넓은 눈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이 넓은 눈으로 사교적이며 온화한 인상을 주는 

눈이다.

⒝미간이 좁은 눈

 눈과 눈 사이가 먼눈으로 소극적이고 답답한 인상을 주는 눈이다.

④눈의 모양

 둥근 눈, 가는눈 등이 있다.

⒜둥근 눈

 눈의 형태가 동그라며 명랑하고 밝은 인상을 주는 눈이다.

⒝가느다란 눈

 눈의 형태가 가는 눈으로 섬세하고 예리한 인상을 주는 눈이다.

⑤눈 꼬리 모양

 눈 꼬리의 형태에 따라 위로 올라간 찢어진 눈과 아래로 쳐진 눈이 있

다.

⒜눈 꼬리가 올라간 눈

 눈의 꼬리가 올라간 눈으로 날카롭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는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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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꼬리가 내려간 눈

 눈의 꼬리가 쳐진 눈으로 온순하고 순진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눈이

다.

⑥안구 돌출여부

 눈동자가 튀어나온 경우와 눈두덩이 수복하게 부은 경우를 튀어나은 

눈(부어 보이는 눈)과 움푹 들어간 눈으로 나눈다. 

⒜부어 보이는 눈

 눈두덩이 수북하게 튀어나온 눈으로 고집스럽고 퉁명스러운 인상을 주

는 눈이다.

⒝움푹 패인 눈

 눈두덩이 움푹 들어간 눈으로 조숙하고 피곤한 인상을 주는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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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눈의 형태별 이미지

눈의 눈의 눈의 눈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균형안
우아하고, 고상함, 인자함, 너그러움, 신선함 등의 

이미지

큰 눈
시원함, 명랑함, 사회성, 감수성, 정열, 충분한 

감정, 당황, 환상 등의 이미지

작은 눈 소극적, 답답함, 신경질, 섬세, 편협적 등의 이미지

외 꺼풀눈 단순하며 깔끔, 냉정하고 고집스러운 인상

쌍꺼풀눈
밝음, 활발함, 서구적, 현대적, 성숙, 감수성, 슬픔 

등의 인상

미간이 넓은 눈
온화, 원만, 사교적, 낙천적, 인내심 없음 등의 

이미지

미간이 좁은 눈 소극적, 답답함, 신경질, 섬세, 편협적인 이미지

둥근 눈 명랑, 밝음, 경쾌, 놀람, 공포, 당혹 등의 이미지

가느다란 눈 섬세함, 예리함, 관찰력, 잔인, 냉정 등의 이미지

눈 꼬리가 올라간 눈 주관적, 적극적, 날카로움 고집스런 이미지

눈 꼬리가 쳐진 눈 온순, 순진, 비굴 모자람 등의 이미지

눈두덩이 부은 눈 건강, 의지, 고집, 심술, 퉁명스러운 이미지

움푹 패인 눈
부드러움,섬세함,현대적,조숙함,관찰력,시원함, 

피곤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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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눈썹의 형태 및 이미지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고 할 만큼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

을 한다. 그만큼 눈썹은 얼굴 전체의 느낌을 좌우하는 비중이 큰 부분

이다30). 이상적인 눈썹의 형태는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를 3등분하여 1/3지점에 해당하며, 눈썹의 길이는 눈 꼬

리와 콧망울을 잇는 연장성상에 눈썹꼬리가 오게 된다.

 눈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미학적 부분을 메이크업을 통해서 쉽게 변형

시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눈썹의 

일반적인 형태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표3>.

①눈썹의 형태

⒜기본형 눈썹: 약간 위로 눈 모양을 하고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하향하는 눈썹이며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며 어느 형이나 

잘 어울린다.

⒝각진 눈썹: 눈썹이 평범하게 진행되다 갑자기 꺾이는 눈썹이며  단정

하고 세련되며 성숙한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아치형 눈썹: 둥근형태의 눈썹으로 눈썹의 시작과 끝점의 높이가 같

은 눈썹이며 여성적이며 온화한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직선형 눈썹: 일자눈썹으로 불리며 눈썹의 시작과 끝부분의 차이가 

없는 눈썹이며, 젊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화살형 눈썹: 위로 솟구치는 화살모양의 눈썹. 눈썹 앞머리와 끝부분

의 높이가 차이가 많은 눈썹이며, 활동적이며 시원한 느낌을 주는 눈썹

이다.

⒡처진 눈썹: 눈썹이 시작 선에서 아래로 완전히 하향하는 눈썹이며,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긴 눈썹: 눈썹길이가 눈길이 보다 긴 눈썹이며, 고상하고 안정감 있

30) 한명숙, 앞의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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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짧은 눈썹: 눈썹길이가 눈길이 보다 짧은 눈썹이며, 명랑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표3> 눈썹 형태별 이미지

눈썹의 눈썹의 눈썹의 눈썹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및 및 및 및 설명설명설명설명

기본형
귀엽고 발랄한 이지의 눈썹이며, 어느 형이나 잘 

어울림

각진 형
단정하고 세련되며 샤프함, 성숙한 느낌의 눈썹이며, 

둥근 얼굴 삼각형 얼굴에 어울림

긴 눈썹 점잖음, 고상함, 안정감, 성숙, 무거운 느낌의 눈썹

짧은 눈썹 명랑, 경쾌, 밝음 위선 등의 느낌의 눈썹

화살 형
 개성적, 활동적, 시원함, 날카로움의 느낌이며, 둥근형  

 이나 각진 얼굴에 어울림

쳐진 형 온화함 부드러움 어리석음 천박한 느낌의 눈썹

아치 형
여성적, 온화함, 섬세함, 고전적의 이미지로 역삼각형, 

다이아몬드 형, 각이진 얼굴에 어울린다.

직선 형
젊고 활동적이며 이기적, 단정한 느낌의 눈썹이고 긴 

얼굴에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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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 형태 및 이미지 분석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는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진다. 다양

한 코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4>.

 

①높고 가는 코

 높고 가는 코는 미인의 조건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타입은 자

존심이 세고, 지적으로 보이며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

②둥근 주먹코

 이 형태의 코는 끝이 둥글둥글하며 납작한 코이다. 대체적으로 부드럽

고 활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 

③갈고리 코

 코끝이 뾰쪽하여 아래를 향하고 있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의 코는 날카로워 보이며 차가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

④코의 시작이 낮은 코

 코의 시작이 낮은 코는 눈 사이의 코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안경이 코에 걸리지 않고 아래로 밀리는 사람이 많다. 낙

천적이며 사교적인 느낌이 든다.

⑤콧방울이 위를 향한 코

 콧방울이 약간 위로 향하고 있으며 이런 코는 친밀감과 애교적인 느낌

을 준다31).

31) 신수현, 앞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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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코의 형태별 이미지

(4)입술

 입술은 움직임이 많고 표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부분이

다. 이상적인 입의 형태는 입의 가로 길이는 두 눈동자의 안쪽을 지나

는 수직선보다 크지 않으며 대략 눈의 가로 길이의 1.5배 정도 이다.  

입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1이다. 다양한 입의 형태를 알아보자<표

5>.

①작은 입술

 대체적으로 아랫입술과 위 입술 모두 작은 모양으로 소극적이고 어두

운 느낌을 준다.

②큰 입술

 입이 큰 사람은 적극적이며 활발한 느낌을 준다.

③입술이 두껍지만 작은 입술

코의 코의 코의 코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높고 가는 코 자존심이 셈, 지적임,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이미지

둥근 주먹코 부드러움, 활달함, 적극적인 이미지

낮은 코 낙천적, 사교적인 이미지

갈고리 코 날카로움, 차가움, 냉정한 이미지

콧망울이 위로 

향한 코
 친밀함, 애교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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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하면서 작은 입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④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두꺼운 형태로 적극적이며 고집이 있이 보인

다.

⑤아랫입술이 두꺼운 입술

 윗입술은 얇은 반면 아래 입술이 두텁고 입 끝이 올라간 사람은 귀여

운 이미지로 보여 진다.

⑥처진 입술

 입술의 양끝이 축 처져 있는 입술은 우울해보이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

득 찬 느낌이 든다.

<표5>입술형태별 이미지

입술형태입술형태입술형태입술형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작은 입술 소극적임, 내성적, 어두운 이미지

큰 입술 적극적, 활발한 이미지

입술이 두껍지만 

작은 입술
여성스러움, 귀여운 이미지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적극적, 고집이 센 이미지

아랫입술이 

두꺼운 입술
귀여움, 적극적인 이미지

처진 입술
우울함, 불평불만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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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마

 이마의 형태는 가지각색이지만 기본적인 이마의 형태를 좁은 이마와 

넓은 이마로 구분해본다<표6>.

①좁은 이마

 얼굴의 전체넓이의 1/3이 못되고 대체적으로 답답함과 고집스러운 이

미지를 준다.

②넓은 이마

 머리카락을 밀어 올렸을 때 넓은 직사각형처럼 훤하게 드러나는 모양

으로 이런 모양의 이마는 인자해보이며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

<표6>이마 형태별 이미지

이마의 이마의 이마의 이마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넓은 이마 답답함, 고집스러움

좁은 이마  인자한 이미지, 시원시원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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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 . .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얼굴형태와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형태 형태 형태 형태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얼굴형태 얼굴형태 얼굴형태 얼굴형태 분석분석분석분석

 사람의 얼굴모양은 제 각기 다르다. 사람마다 둥글고 모나고, 또 어떤 

사람은 긴 얼굴형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운명

이 달라진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

람의 얼굴형상이다. 이형상과 함께 이목구비의 대소와 특징들로 인상을 

판단한다.

 사람의 얼굴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그 틀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운기를 사람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

성 내 범위 내에서 둥근 얼굴, 네모진 얼굴, 긴 얼굴, 역삼각형의 얼굴, 

사각형의 얼굴, 마름모의 얼굴로 나누어 관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표7>.

1)둥근 얼굴

 둥근 얼굴은 성격이 원만하고 쾌활하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둥근 

얼굴의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으며, 적을 만들지 않는다. 성격은 본능적

이어서 식욕이나 성욕도 왕성한 편이다32).

2)계란형의 얼굴

 계란형의 얼굴은 사교적인 재능이 풍부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논리성과 의지력이 강한 편이라 한번 계획을 세운일이나 정해진 

일은 뒤처리까지 착실하고 깔끔하게 해내는 타입으로 인내력과 실행력

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33). 이기적이고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32) 장미화 외, “분장과 인상학에 관한 상호 연관성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6

권 1호, 2000, p.106

33) 김민호 외, “관상을 이용한 캐릭터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시각디지인학 연

구”, 시각디자인학연구 제14권 2호, 200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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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역삼각형 얼굴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뇌회전이 좋고 감각도 뛰어

나며 상상력도 풍부하지만, 성격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

가 있다. 예술가 타입으로 기분이 얼굴에 있고, 돈에는 알뜰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성격은 침울해지기 쉽고 추진력이 부족한 편으로 낙심하

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34).

4)사각형 얼굴

 사각형의 얼굴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타입이다. 대체적으로 특징을 살

펴보면 이형의 사람은 신경도 무딘 편이고 끈기가 있어서 사색형 이기

보단 활동가인 반면 의지가 강해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고집이 있어  

완고한 면이 있다35). 중년에서 말년에 걸친 운이 좋다. 

5)긴 얼굴

 긴 얼굴은 꿈을 쫒는 로맨티시스트이다 감정에 좌우되기 쉽고 인내력

이 부족한 타입이다. 말을 잘하고 변덕이 심하며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성향이 있다.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있으며 의리와 인정이 두터우며 통

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머리가 좋은 편이며, 활동

적이어서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타입이다36).

6)마름모형 얼굴

 인내력이 강하고 실천력도 있지만 고집스러운 면과 삐치기를 잘하는 

단점이 있다. 집착이 강하고 주로 기모와 계산이 능하다. 간사하고 교

활한 측면도 있으나 대개 노력형인 사람이 많다37).

34) 홍수현, “음양오행사상의 관상학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 설계 시

스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학위논문, 2005, p.11

35) 장미화 외, 앞의 책, p.105

36) 김민호 외, 앞의 책, p.75

37) 홍수현,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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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얼굴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2.2.2.2.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부분별 형태와 형태와 형태와 형태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1)인상학적 눈의 형태

 

 수상의 중심을 생명선이라고 한다면 인상의 중심은 눈이다. 눈은 마음

의 창문이므로 그 사람의 선악을 알 수 있고 눈은 살린의 보배요 눈은 

얼굴 전체의 50%의 운을 지배하므로 얼굴이 못생겼더라도 눈만 훌륭

하게 생겼으면 성공하기 힘들지 않다. 눈은 현재의 운기를 나타내는 대

표적인 부위이므로, 성격을 비롯하여 안정감의 유무, 경륜과 지도력의 

정도, 간사함의 여하, 호색의 정도, 병고의 진단, 형액의 유무, 수명의 

장단, 부부간의 연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정신적인 

감응 상태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정환은 우선 눈이 맑아야 하고, 눈이 맑다는 것은 핏발이 서 있지 

얼굴형태얼굴형태얼굴형태얼굴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계란형(타원형) 사교적임, 이기적, 내성적

둥근형 성격이 원만하고 쾌활함, 낙천적, 현실적

사각형 성실, 신경이 무딤, 의지가 강함, 고집이 셈

긴 형 로맨티스트, 변덕이 심함, 의리와 인정이 두터움

마름모형 인내력과 집착이 강함, 고집스러움 

역 삼각형

두뇌회전이 좋음, 감각이 뛰어남, 추진력 부족, 

신경이 예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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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힘이 있어 보이며 빛이 있다는 것이다. 눈이 맑은 사람은 성격도 

진취적이고 명랑하여 감정도 안정되어 있으며, 남성인 경우 직장생활에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여성일 경우 부인과 질환이 없다고 하고 

있다38).

 오근재도 인상학에 대한 정의를 논하면서 눈, 코, 입 등은 얼굴의 특

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얼굴 표면의 표지물이며,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과 입이라 했다39). 이와 같이 눈은 인상

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한다. 지금부터 눈의 형태별로 인상학적으로 어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표8>.

(1)큰 눈

 큰 눈에도 2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째, 날카롭게 쏘아보는 위압적인 

큰 눈이다. 고금의 영웅이나 명승 등에 이런 타입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많다. 초년 운이 좋아서 일찍 출세하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 친근감이 

있는 온화한 눈이다. 이런 눈은 기회 포착이 빠르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많다. 표현력이 뛰어나며 화술, 제스처, 목소리 등이 매력적 이

여서 인기가 좋다.

(2)작은 눈

 작은 눈의 사람은 초년 운은 약하나 성격이 소박하고 부지런해 노력하

여 성공하는 타입의 사람이다, 집념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대체로 많

고 무슨 일이던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다.

(3)둥근 눈

 마음과 행동이 늘 일치되어 있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 감각이 뛰어나며 인정이 많으

나, 마음이 여리고 유혹에 약한 사람이 많다. 

38) 이정환, 앞의 책, p.53

39) 오근재, 앞의 책,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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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는눈

 가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이 

깊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으며 사고력

이 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권모

술수형이 많다40).

(5)튀어나온 눈

 끈기가 부족하고 쉽게 지치며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 예능 방면이나 기술 관계, 즉 머리 대신 손재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으로 우직하며 쾌활한 성품이 많다41).

(6)움푹 패인 눈

 우묵한 눈을 가진 사람은 소심하며 신경질적인 인상을 준다. 성실함과 

신중함 참을성이 갖춰져 노력 형이지만 자기표현이 서툴고 말도 잘 하

지 못한 사람이 많다42).

(7)미간이 넓은 눈

 눈과 눈 사이에 눈이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경우를 표준으로 보나 이보

다 넓은 눈은 개방적이거나 사교적인 사람이 많다. 사물을 밝게 생각하

고 개방적인 성격이기에 누구와도 편하게 사귀는 타입이다43). 

(8)미간이 좁은 눈

눈과 눈 사이가 좁은 사람은 인상학적으로 마음이 좁거나 신경질적으로 

보여 남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44). 고집이 세고 의심이 깊은 사람

40) 권경애, 앞의 책, p.90

41) 위의 책, p.87

42) 편집부, 「단 한번보고 사람 아는 법」, 으뜸사, 1998, pp.118~119

43) 신수현, 앞의 책, p.38

4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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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표8>눈의 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2)인상학적 눈썹 이미지

 눈썹의 여러 형상에 따라 사람의 수명, 형제간의 인연, 친밀과 소원, 

지혜의 현우, 즉 총명 도를 살피고 빈부의 상을 가려내며, 노후의 고독

을 예견하고 나아가 정력의 강약과 이성관관계를 알 수 있는 포인트로  

삼는다45).

45) 권경애, 앞의 책, p.15

눈의 눈의 눈의 눈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큰 눈 기회 포착이 빠름, 임기응변이 능함, 겁이 많음

작은 눈
성격이 소박, 부지런함, 집념과 의지력이 강함, 

보수적

미간이 넓은 눈 대범, 낙천적, 적극적

미간이 좁은 눈 섬세, 소극적, 고집이 셈, 의심이 깊음

둥근 눈 감수성 예민, 예술 감각 뛰어남, 인정이 많음

가느다란 눈 냉정한 판단력, 생각이 깊음, 권모술수 형

튀어나온 눈 끈기 부족, 손재주가 있음, 우직, 쾌활한 성품

움푹 패인 눈 소심, 성실함, 참을성이 있음, 자기표현 서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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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을 형제 궁이라 하며 형제간의 인연을 표시하고 교우 관계도 본

다. 눈썹 수의 다소로 형제의 수를 알 수 있으며, 대게 형제가 많은 사

람은 눈썹이 많고 그 반대면 눈썹도 부족하다. 눈썹이 좋은 사람은 친

구뿐만 아니라 가정도 화목하고 이웃이나 친족 간에도 화목하기 때문에 

인적이 많은 사람이다. 눈썹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눈썹이 높

고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아름다우며 거친 사람은 마음도 또한 거칠

고 야비하다. 최영순은 첫인상에서 눈과 눈썹의 특징은 그 얼굴을 기억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좋은 눈썹은 숨은 재주를 나타내며 지혜와 

도량이 있어 26세부터 34세까지 흥한다. 그러나 평생 동안 나아가고 

들어감에 신경 쓰고 절제하며 순서를 잘 지키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46).

 따라서 인상학에서는 눈썹은 길고 청수하며 둥글고 짙으며 결이 고르

며 윤기가 있는 것을 양상으로 치고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눈썹의 형태가 인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표9>.

(1)긴 눈썹

 긴 눈썹의 사람은 대체로 부모형제의 은혜를 받고 자라 육친의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을 의지하는 성격이 강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2)짧은 눈썹

 짧은 눈썹의 사람은 부모나 형제운이 약하나 독립심이나 극기심은 강

하다.

(3)일자 눈썹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강해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이 있다.

46) 최영순, 「가정 인상학」, 명문당, 1989,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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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쳐진 눈썹

 눈썹의 꼬리 부분이 처진 팔자 눈썹은 포용력이 있고 의리를 중시하는 

보스 타입이다. 대인관계도 좋으며 인정이 많아 정에 약하고 낭비와 허

영이 심해 겉치레에 많은 신경을 쓰는 타입이다.

(5)아치형 눈썹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어 초승달처럼 생긴 눈썹은 마음이 넓고 덕이 있

으며 집안의 대를 잇게 되며 눈썹 꼬리가 굵을수록 장수한다. 초년 운

이 좋아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협조적

이고 배려를 잘한다. 하지만 인내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생활력이 

약한 사람이 많다.

(6)위로 올라간 눈썹(화살형)

 눈썹 끝이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성격을 

자기고 있다. 인내력과 끈기가 있어 무슨 일이든 성공시키려는 자세는 

좋지만 개성이 강하고 자만심도 강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7)각진 눈썹

 눈썹 중간부분이 꺾여 마치 꺽쇠처럼 생긴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주관

이 뚜렷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많다. 적극적인 노력파이며 결단력과 실

행력이 강하다.



- 39 -

<표9>눈썹의 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3)인상학적 코의 형태

 얼굴의 중심이며 오행상 으로는 토(土)에 속하며 주로 재물 운과 관계

가 있다.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어 미관상 가장 중요하며 속담에 [귀 좋은 거지

는 있어도 코 좋은 거지는 없다]고 재산상태는 코가 제일 중요하다.

 장부로는 폐에 속하고 폐가 열이 있으면 코가 막히고 폐가 청하면 코

가 통하여 호흡이 잘되고 후각도 민감하듯 건강 운도 볼 수 있는 부위

가 된다47). 사람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고 성숙한 중년기의 운세를 

상징하며 명예와 출세, 수명과 재록을 나타내며 얼굴에서 가장 먼저 뚜

눈썹의 눈썹의 눈썹의 눈썹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각진 형
성격이 강함, 주관이 뚜렷, 독단적, 결단력과 실행력 

강함

긴 눈썹 남의 의지하는 성격이 강함, 독립적이지 못함

짧은 눈썹 형제운 약함, 독립심 극기심 강함

화살형 눈썹  자존심이 강함, 독선적임, 인내력과 끈기가 있음

쳐진 눈썹 포용력이 있음, 인정이 많음, 낭비와 허영이 심함

아치형 눈썹 마음이 넓음, 장수, 인내심 부족, 소극적

직선형 눈썹 주관이 뚜렷, 신념이 강함, 대인관계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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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흔히 사람들은 콧대가 세다는 말을 한다. 코

가 높고 오똑한 사람은 자존심도 매우 강하고 성격이 도도한 경향이 있

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사람의 외모를 좌우하며 코 하나에 인생을 달

라지게 한다. 요즘 현대 여성들은 성형수술로 코 모양과 높이를 고치며 

그만큼 코에 대한 관심도는 커지고 있다. 

 이상적인 코는 얼굴 전체의 약 1/3이 동시에 모양이 좋고 살비듬이 

좋고 구멍이 드러나지 않고 보기 좋은 코가 재운이 좋다. 코가 굽었거

나 삐뚤어지고 너무 높거나 얕거나 하고 살이 말라서 뼈가 툭 불거져 

잇는 것은 다 좋지 못하다. 코의 빛이 검어도 불행하고 붉어도 좋지 않

다. 코가 얼굴에 비해 너무 작아도 못쓰지만 너무 커도 좋지 않다. 얼

굴의 전체와 잘 어우러져 위에는 약간 가늘고 아래로 점점 커진 코가 

제일 좋다48).

 윤명중은 코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하여 차질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코는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남녀간에 코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굴곡이 있으며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였다. 그래서 코가 크고 힘차게 뻗어 잇는 사람은 그 자신의 운세도 

좋고 코가 낮은 사람의 운세는 신통치가 못하다고 보고 있다.49) 단순

히 높고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코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그러한 

모양은 인산의 성격이나 운명을 알기 위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지금부

터 각기 다른 코의 형태가 인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표10>.

(1)높고 가는 코

 코가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자신가 이다. 거만한 성격이며 이상

이 높기 때문에 발밑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면에서 처리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47) 김문기, 「얼굴로 보는 평생 운명학」, 가교, 1994, p.96

48) 김문기, 앞의 책, p.97

49)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199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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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둥근 주먹코

 이 코는 대체적으로 좋은 재물운으로 보며 활달하고 적극적이다.50)

일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태평스럽게 살아가며 실용본위

의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 

(3)낮은 코

 코가 낮은 사람, 즉 상중부가 눌러 놓은 것처럼 주저앉은 부모운이 약

해 보이며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의심할 줄 모르고 

곤란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다51). 자신

을 비하하는 성격으로 금전운도 약한 편이다. 

(4)갈고리 코

 코끝이 뾰쪽한 사람의 성격은 코가 높은 사람의 성격보다 더 강하다. 

프라이드가 강하고 남에게 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 자기욕심은 남

보다 배 이상 많고 남의 곤란에는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않은 차가운 

인품이다52).

(5)짧은 코

 코가 짧은 사람은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다.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

치기 쉬우며 수명도 짧다, 보통 얼굴의 길이의 1/3정도의 코의 길이가 

적당한데, 코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도 작고 생각도 짧아 실패가 

쉽다53).

(6)살이 도톰한 큰 코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은 체력, 스테미너, 활동력 등이 비교적 왕성하

50) 신수현, 앞의 책, p.39

51) 위의 책, p.40

52) 편집부, 앞의 책, p.142

53) 이정환, 앞의 책,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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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전운 , 가정운, 일운 등이 모두 좋으나 두뇌회전은 그리 좋은 편

이 아니다. 운세가 강한 편이고 성격도 활발하여 대인관계가 좋다54).

<표10>코의 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4)인상학적 입의 형태

 입은 얼굴을 소우주(小宇宙)에 비하면 바다와 같고 오행(五行)으로는 

수에 속한다. 입은 말하는 문이 되고 먹는 기구가 된다. 입은 얼굴 중

에서 가장 본능적인 기관, 즉 인간의 2대 본능인 성욕과 성욕을 나타내

는 부분이다. 또 미각과 촉각을 가진 중요한 기관으로 인간은 이 기관

의 움직임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게다가 입은 인간의 지성,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입을 보고서 생활력, 언어구사 능

력, 상하관계, 성격, 애정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55).

54) 신수현, 앞의 책, p.40

코의 코의 코의 코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높고 가는 코 거만함 성격, 자존심이 셈, 성실함

둥근 주먹코 재물운이 좋음, 활달하고 적극적

낮은 코 사람을 좋아함, 의심이 없음, 금전운이 약함, 의존적임

갈고리 코 성격이 강함, 자기욕심이 많음, 차가운 인품

짧은 코 융통성이 많음, 성격이 급함, 사교성

살이 도톰한 큰 

코
성격이 활발, 대인관계 좋음, 두뇌회전이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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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큼직하고 입술이 가지런하며 이가 들어나 보이지 않는 상이 좋은 

상이라고 하며, 입술빛깔은 빨간색이 최상이며, 푸른색은 재앙, 창백하

거나 검은 색은 질병을 예지하고 일시적으로 자주색, 회면서 붉은색, 

황적색 등을 띠게 되면 좋은 일이 닥칠 징조라고 한다56). 다양한 입의 

형태를 알아보고 인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11>.

(1)입술이 두껍고 큰 입술

 얼굴에 비하여 입이 큰 사람은 대범하고 배짱이 좋으며 추진력이 강하

고 체력도 뛰어나다. 여성의 경우 입은 자궁을 뜻하는데, 입이 크다는 

것은 자손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상으로 자식 복이 있고 가문을 유지

해 나가는 감당을 해야 한다57).

(2)작은 입

 입이 작은 사람은 소심하고 말이 많으며 행동하기보단 말로 마무리를 

짓는다. 끈기도 없으며 건강도 좋은 편이 못 된다. 입이 작은 여성들은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주위의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으나, 신경질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 입이 작다는 것은 자궁도 작다는 뜻으로 자식 운이 

약하며 부인과질환에 걸리기 쉽다58). 

(3)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윗입술은 남을 위하는 애정을 가르킨다. 따라서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

은 받는 애정보다 베푸는 정이 깊은 사람이다. 

(4)엷은 입술

 엷은 입술은 이해 타산적 성격을 나타내고 차갑고 자기중심의 사람이 

55) 김종덕,「얼굴보고 운명 풀어보기」예가, 1997, p.149

56) 김성헌,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동학사, 2002,  p.234

57) 이정환, 앞의 책, p.70

58) 위의 책,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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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5)아랫입술이 두꺼운 입술

 욕심이 많고 이기적 이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해도 돈 계산을 하지 않

은 타입이다.

<표11>입술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5)인상학적 이마형태

 얼굴의 최상 부위를 차지하며 넓은 자리로써 얼굴의 으뜸가는 곳이다. 

인상학적으로 이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초년 운과 수명 및 관록과 

복덕을 상징한다. 이상적인 이마는 주황빛으로 윤기가 나며 맑아야 재

물이 생기고 직위가 튼튼해지며, 기쁜 소식에 접하게 되며, 자신감이   

생긴다59). 따라서 좋은 이마는 일이 잘 풀려 좋은 결과를 낳으며, 이마

를 전체적인 얼굴과 비교하여 그 조화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각기 다른 

이마의 형태를 알아보고 인상학적으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표12>.

59) 김성헌, 앞의 책, p.168

입술형태입술형태입술형태입술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작은 입술 소심함, 말이 많음, 인기가 많음

엷은 입술 이해 타산적, 차가움, 자기중심적

입술이 

두껍지만 큰 

입술

대범, 배짱이 좋음, 추진력이 강함, 체력이 뛰어남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애정이 많음, 베푸는 타입, 권위적임

아랫입술이 

두꺼운 입술
욕심이 많음, 이기적임, 질투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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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넓은 이마

 훤하게 드러나 넓은 모양의 이마는 인자한 마음과 폭넓은 이해심을 뜻

한다. 운세도 매우 좋은 편이고, 초년 운이 좋아 좋은 집안의 자손임을 

뜻한다.

(2)좁은 이마

 좁은 이마는 큰일보다는 작은 일에 구속당하게 쉬운 타입으로 앞에서

는 큰 소리 치지만 뒤에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타입이다. 이마가 좁

다는 것은 심성이 좁다는 것으로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다.

<표12>이마의 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6)인상학적 턱의 형태

 하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턱은 인생의 말년 운세 그 중에서

도 특히 금전 운을 나타낸다. 따라서 턱의 형상을 보고 사람의 노후의 

윤택한 생활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력의 강약과 주

거, 가정, 애정, 자식 운 등이 나타나있다. 턱 모양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며 인간의 운세와 성격을 지배하고 가늠할 수 있다. 

 이상적인 턱은 오동통하게 둥근형의 소유자로 대체적으로 마음이 넓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며 재물 운, 남편운, 자식 운이 좋으며 물질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한다. 여러 가지 턱의 형태를 알아보고 인상학적으

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자<표13>.

이마의 이마의 이마의 이마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넓은 이마 인자한 마음, 폭넓은 이해심

좁은 이마  심성이 좁음, 구속당하기 쉬운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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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둥근 턱

 턱이 둥글고 풍부하게 살이 붙은 사람은 도량이 크고 침착하여 온화한 

인품이다. 처자의 운도 좋고 만년에는 크게 잘된다. 

(2)네모 턱

 이런 턱은 이성(理性)의 강약에 따라 다르다. 이성적인 사람은 신념을 

관철하는 남성다움이 넘치며, 이성이 부족한 사람은 매사 집착이 심하

고 고집이 센 편이다. 여성의 경우 부지런하지만 여성다움이 부족한 편

이다..

(3)긴 턱

 긴 턱의 사람은 주위의 사정을 잘 고려해서 행동한다. 그러나 정이 약

해 남의 일을 지나치게 돌본다. 특별하게 좋은 운은 아니나 평온하고 

원만한 인생을 보낸다.

(4)뾰쪽한 턱

 턱이 뾰쪽한 사람은 예술 같은 고상한 것을 좋아하며 그 방면에 성공

하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경우 가정의 막일이나 육아일을 하지 못하는 

편이며, 실생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표13>턱 형태별 인상학적 분석

턱의 턱의 턱의 턱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둥근 턱 도량이 큼, 침착함, 온화한 인품, 다혈적임

네모 턱 고집이 셈, 여성다움이 부족, 부지런함

긴 턱 정이 약함, 온화함, 인내력 끈기

뾰쪽한 턱 예민함, 예술적인 방면에 능함, 사교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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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장장장. . . . 색채 색채 색채 색채 이미지와 이미지와 이미지와 이미지와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테크닉테크닉테크닉테크닉

1.1.1.1.색채 색채 색채 색채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채이미지란 사람들이 색채에 관해 간직하고 있는 표상이다. 색채를 

인지할 때 광선이 눈을 통해 뇌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주

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색이 갖는 이미지

이다60).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색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색에 대한 인식은 색채반응으

로 나타나며 인간에게 생리적 심리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색이란 강력한 충동이며 반응을 일으키는 언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61). 그리고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므

로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하

게 되는 것 또한 다양하다. 색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메이크

업의 색채 계획에 있어 효과적인 색채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색상이 주는 이미지와 효과

 색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체험이나 상상력을 통해 여러 가지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레몬이나 병아리 

또 어떤 사람은 봄을 연상할 수 있다. 이미지 세계는 개개인의 개성 공

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62). 저마다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색이 감

성적인 미를 구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 감정도 다양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색들이 보편적

으로 갖는 이미지와 연상<표14>, 배색기법이나 색의 감정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핑크색

60) Arnheim 김춘일 옮김⌜미술과 시지각⌟, 1981, p.33

61) 방수진, 「메이크업 아트」, 성화출판사, 2001, p.144

62) 강영아, 앞의 책, p.30



- 48 -

 핑크색은 단지 빨간색을 닮은 계통의 색깔이 아닌 독특한 색깔이다. 

핑크색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수줍으며 달콤하고 여성적인 색이다. 고상

함과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파티나 결혼식 메이크업에 많이 쓰인다. 붉

은 빛이 강한 핑크는 감각적인 여성스러움을 내세워 젊은이들에게 자신

을 표현하는 색이 되기도 하며, 아주 옅은 톤의 핑크는 마음을 가볍고 

상쾌하게 한다. 핑크와 화이트를 배색하거나 핑크의 로맨틱한 이미지가 

부각된 같은 계열로 부드럽게 배색하면 신선함과 감성을 유혹하고 시선

을 사로잡는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63).

(2)오렌지색

 오렌지색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선호되는 2류의 색깔이기 쉽다. 수용

적, 친밀감, 열정, 사교성, 활력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볍고 

여성의 우아한 기분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 오렌지색은 충동적이고 자

제력을 쉽게 잃게 하는 색이기도 한다. 밤색 계열의 주황은 신뢰와 신

중함을 주며 연한 주황과 연한 회색의 배색은 조용하고 우아한 이미지

를 준다. 주황은 그 자체 색조와 명암으로 배색하거나 보색 배색이 용

이하다. 

(3)노랑

 노란색은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이라서 이로 인해 눈에 띄는 첫 번째 

색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밝고, 깨끗하고 신선한 색이지만, 부정적

인 측면에서는 가볍고 비천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으로 평

창효과가 있으며 흥분과 불안감을 준다. 

(4)녹색

 녹색은 자연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색이며 차갑고 편안한 인상

을 준다. 녹색은 밝아지고 흐려지면 잔잔하고 중간적인 색이 된다. 안

전, 휴식, 편안함, 젊은 신선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두운 피부

색에도 잘 어울린다. 중성색의 이미지로 양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

으며 오랜 지등 난색계의 배색은 부드럽고 활력적인 이미지 이다. 녹색

은 피부색과 대조를 이루면서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보색이나 난

63) 박정태 외, 「미용색채」, 광문각, 2004,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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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화려한 조화를 이룬다. 또한 포인트 색이나 주조 색으로 다양한 

쓰임과 이미지를 줄 수 있다64).

(5)파랑

 파랑의 긍정적 측면의 이미지는 성실하고 권위 있으며 위엄이 있는 심

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차

갑고 우울하고 슬픔이 연상되는 색이다. 파랑은 흰색과 함께 쓰일 때는 

청결하고 신선함 느낌을 주며 연한파랑은 무채색 파스텔 톤이 좋은 배

색이다65).

(6)보라

 보라색은 자연 염료로부터 생산해 내기 어려운 색깔이며 과거부터 부

위와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색이다. 명상적, 인상적, 화려함, 풍부 신

비롭고 고상한 이미지를 주며 흰 피부색과도 잘 어울린다. 보라색은 금

발이나 붉은 머리에는 귀엽게 보이고 황색이나 짙은 얼굴에는 지친 것

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 색이다.66)  

 연한 보라는 대부분의 파스텔 톤과 잘 어울리며 연두나 주황과의 배색

은 명랑한 이미지를 준다.

(7)갈색

 갈색은 결코 시시한 색이 아니며 강한 의욕을 완전히 돋보이게 하는 

색이다. 입체감과 자연스런 음영을 주며 차분하고 자연스런 이미지가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모성적인 자애와 소박함 

사교적인 느낌을 주며 건강미, 안정감, 보수적이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다. 옅은 갈색은 부담스럽지 않은 밝은 느낌을 주고, 어두운 갈색

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단조로움을 준

다. 

64) 박희정, "회화적 메이크업 경향과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31~32

65) 김희숙,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130

66) 이정은, “아이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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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색

 회색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부드러움, 세련됨, 겸손, 안정감의 이미지가 

있으며 편안한 색으로 대중적인 무난한 색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

로는 우울, 무기력, 희미함, 절망 등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렬한 색들

에 대해서 회색은 완벽한 배경 색이 될 수 있으며, 파란색과 붉은색과 

어울린다67).

(9)검정

 검정 색은 고급스럽고 강렬함, 신비로운 이미지가 있지만 반면에 절망

과 허무, 정지,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원색들과 

강력한 대비효과를 주며 무채색 등과 배색하면 세련됨과 견실한 이미지

를 준다. 

(10)흰색

 흰색은 우아하며 순결함, 청초, 깨끗함, 결백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흰색은 검정 색과 비교하면 적극적, 자극적, 경쾌, 밝고 고상한 느

낌을 주며 강조를 위한 색으로서 모든 색과 배색이 용이하다.

67) 박희정,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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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색상이 주는 상징적 이미지68)

68) 방수진, 앞의 책, p.158

색상색상색상색상 연상 연상 연상 연상 및 및 및 및 상징상징상징상징

핑크
달콤, 섬세, 청초, 여성스러움, 부드러움, 온화함, 소녀적 

느낌, 화사함

오렌지
원기, 희열, 활력, 만족, 풍부 여쾌, 광명, 따뜻함, 가을, 

하품, 초조

노랑
희망, 광명, 팽창, 접근, 가치, 금(金), 금발, 명랑, 유쾌, 

다감, 경박

녹색
엽록소, 안식, 평화, 중성, 이상, 지성, 소박, 여름, 절박, 

건강

파랑
차가움, 심원, 명상, 냉정, 영원, 성실 ,추위, 바다, 

푸른눈,

보라
창조, 우미, 신비, 예술, 우아, 무한, 유구, 영원, 명상적, 

무의식

갈색 따뜻함, 우정, 우애, 자연스러움, 안정감, 지적, 보수적임

  회색 중성, 온화, 평범, 위엄, 겸손, 불안, 공해, 무기력,

  검정
허무, 절망, 정지, 침묵, 부정, 죄, 주검, 암흑, 흑장미, 

죽음, 밤

흰색
순수, 청결, 소박, 신성, 정직, 흰옷, 백지, 눈, 설탕, 천진,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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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색과 메이크업의 색채

 단일한 색채는 각각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시각적

인 대학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색채가 어우러져 특정한 이미지를 나

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배색의 효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도 다양하며, 여러 가지의 색을 배색하는 경우에는 조합

된 색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지를 갖게 된다69). 동일한 색상이나 

색조의 배색이나 차분함, 시원함 솔직함 등의 이미지를 주며, 유사 색

상이나 색조의 배색은 온화함, 화합적인, 상냥함, 건전함 등의 이미지를 

준다. 그리고 유사 색상이나 색조의 배색은 화합적임. 평화적임, 안정

됨, 차분함의 느낌을 주며, 반대색상이나 색조의 배색은 강함, 생생함, 

예리함, 자극적인 이미지를 준다. 이러한 배색기법을 이용하여 메이크

업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메이크업에서의 조화를 위한 

배색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색상배색

①동일 색상의 배색

 색상환 에서 채도가 다른 배색은 전체적으로 공통성이 있어 융화 감을 

얻을 수 있는 배색이다. 같은 색 또는 서로 인접한 색에 의한 배색 방

법으로서 부드럽고 통일된 온화한 느낌을 준다. 동류색의 조화는 가장 

기본적인 배색으로 동일 색상에 있어서도 명도, 채도의 차이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70). 난색계열의 배색은 즐거운 느낌을 주고 한색계

열의 배색은 이지적이며 쓸쓸한 느낌을 준다.

②유사 색상의 배색

 유사 색상의 배색은 색의 차이가 없어 조화되기 쉽다. 동일 색상의 배

69) 박정태 외, 앞의 책, p.40

70) 이정은, 앞의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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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색과 녹색의 배색, 주황색과 

노랑 색의 배색 등이 이에 속하며 무난한 느낌을 준다. 차가운 색의 계

통은 개성을 보여주는 배색인데, 청량감, 신뢰감 등의 현실에서 볼 때 

이지적이며 청결한 느낌을 준다.

③반대 색상의 배색

 색상환에 있어서 서로 반대에 있는 색채끼리의 조화를 말하는데, 서로 

돋보이게 해서 강한 배색 효과를 내어 자극적인 느낌을 준다.

차가운 이미지에 있어서의 따듯한 이미지를 비교하고 따뜻한 이미지에 

대한 차가운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색과 난색, 

즉 파랑과 빨강을 대비시킨 예이다.

④보색 색상 배색

 보색 색사의 강한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배색 방법으로서 강한 자극을 

주며,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보라색과 노랑색, 청록

색과 빨강색의 조화를 이용한 아이메이크업은 자극적이고 눈에 잘 띈

다71). 

(2)색조배색

 

①동일 색조의 배색

 채도가 공통되므로 색채조화가 용이하며 색조가 통일되어 안정된 느낌

을 준다. 색상에 의해 이미지가 바뀌는 경우가 적고 화합적인 미묘한 

이미지가 된다. 

②유사 색조의 배색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유사한 톤의 배색을 뜻하며 서로의 성질이 변화

하지 않고 서로 협조적으로 조화가 되며 이미지 상에 있어서도 서로 닮

71) 박정태 외, 앞의 책,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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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위기를 보여 준다.

③반대 색조 배색

 명도나 채도 차이가 다른 톤의 배색을 뜻하며 이런 배색은 예리하며, 

강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준다72). 따뜻한 색상을 취할 때 대비가 강

하고 차가운 색상을 취하면 대비가 약해진다.

④분리 배색

 배색을 이후는 색과 색의 사이에 분리 색을 넣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 색깔의 대비가 지나칠 때 분리 색을 넣어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유사한 경우 분리 색을 이용하여 

리듬감을 주게 된다. 분리 색으로는 무채색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법은 아이메이크업에 자주 이용된다.

⑤그라데이션 배색

 그라데이션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색채의 연속적인 배열

에 의해 점진적 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색 배색에서 이러한 점

진적 변화의 기법을 사용한 배색을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한다. 그라

데이션 배색은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통의 변화를 이용할 수 있다.  

2.2.2.2.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기본테크닉기본테크닉기본테크닉기본테크닉

 메이크업이란 얼굴에 행하는 것인 만큼 우선 얼굴의 기본적인 특징이

나 골격에 의한 명암 등을 알아보고, 얼굴형이나 얼굴의 부위별 형태에 

따라 메이크업의 테크닉이 달라지므로 기본적인 각 부위별 테크닉을 알

아보고73) 그에 따른 교정 및 수정 메이크업 테크닉을 자세히 알아보고

72) 박필제 외, 「컬러 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형설출판사, 2001,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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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1)1)1)1)얼굴의 얼굴의 얼굴의 얼굴의 황금비율황금비율황금비율황금비율

 이상적인 얼굴의 균형 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얼굴 각 구

성요소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는 메이크업에 있

어 표본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그림13><표15>.

                 

                <그림13> 얼굴의 황금비율

73) 김현희, “인상과 관련한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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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이상적인 얼굴형 74)

(1) 얼굴의 폭

 눈의 가로 폭을 1이라고 하면, 귀에서 눈 꼬리까지의 간격, 눈 꼬리에

서 눈앞머리의 간격,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전체 폭은 

5이다.

(2)얼굴의 길이

 전체적으로 3등분하여,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언저리부터 눈썹까지의 

간격,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간격, 코끝에서부터 턱까지의 간격이 같아

야 한다.

(3)눈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언저리부터 입 꼬리에 이르는 부위까지 이등분

한 지점에 위치하며, 눈의 가로길이는 얼굴의 폭을 5라고 할 때 1에 

해당되며, 눈의 세로길이는 가로 길이의 1/3이다.

74) 강경화, 앞의 책, p.31

   

 ◉ 얼굴의 길이 : 18.6㎝  ◉ 목둘레 : 30㎝

 ◉ 미간의 넓이 : 3.3㎝   ◉ 귀의 넓이 : 5.7㎝

 ◉ 입술 길이 : 4.6㎝     

 ◉ 콧 망울의 위치 : 눈썹에서 1/3되는 지점

 ◉ 입술의 위치 : 정면을 향했을 때 눈동자 안쪽에서 내려오는 선

 ◉ 입술의 비율 : 1(위) : 1.5(아래)

 ◉ 눈의 머리 : 콧망울에서 일직선

 ◉ 눈썹꼬리 : 콧망울에서 눈 꼬리를 지나가는 45˚되는 지점

 ◉ 얼굴의 넓이 : 12.95㎝

 ◉ 이마의 넓이 : 12.65㎝ ◉ 콧 망울의 길이 : 3.4㎝

 ◉ 눈의 길이 : 3.35㎝    ◉ 눈썹의 위치 : 이마에서 1/3 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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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눈썹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를 3등분하여 1/3지

점에 해당한다. 눈썹의 길이는 눈 꼬리와 콧망울을 잇는 연장성상에 눈

썹꼬리가 오게 된다.

(5)코

 콧망울과 콧망울의 폭은 코의 길이를 100으로 했을 때 64정도가 이

상적이다.

(6)입술

 입의 가로 길이는 두 눈동자의 안쪽을 지나는 수직선보다 크지 않으며 

대략 눈의 가로 길이의 1.5배 정도 이다. 입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1이다.

(7)귀

 이상적인 귀의 위치는 코의 위치와 함께 얼굴의 중부에 위치하여 동일

한 높이를 유지한다.

(8)턱

 형태에 따라 표준형 턱은 수직으로 연장한 선상에 위치하며, 이상적인 

턱의 크기는 눈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다75).

    2)2)2)2)얼굴 얼굴 얼굴 얼굴 형태에 형태에 형태에 형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여러 다른 형태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균형 잡혀 보이도록 하는 일은 

어렵다. 큰 맥락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마름

모형, 긴 형, 사각형으로 나뉜다. 이런 형태별 얼굴형에 따른 교정 메이

크업 테크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75) 한명숙,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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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란형 

 가장 기본적인 형이며 이상적인 얼굴형이다.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

능하며 포인트 메이크업의 색상과 폭넓은 테크닉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피부는 화사한 피부 톤과 파스텔계통의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한다.

눈은 눈썹 산이 낮은 스트레이트형 눈썹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주며, 아

이샤도우는 베이스 컬러를 밝은 오렌지색을 펴 바르고 어두운 그린으로 

포인트를 준다. 입술이 빈약하면 허약하고 차가워 보이므로 입술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오렌지 계열의 립글로스와 립스틱을 섞어 

바른다. 그리고 연한 브라운과 오렌지 계열의 치크를 섞어 광대뼈 아래

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표현 한다76).

(2)둥근형(길어 보이는 효과)

 얼굴이 짧은 편이며 뺨에 둥근 맛이 있는 얼굴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얼굴형이다. 둥근 얼굴은 뺨의 부분 등 면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눈, 

코, 입 등의 부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곡선이 강조된 얼

굴형이기 때문에 역으로 직선적인 느낌이 나도록 표현해야 한다. 각진 

눈썹과 코를 길어 보게 하는 효과를 주어야 한다. 하이라이트 역시 세

로 느낌이 들도록 이마, 코, 턱을 중심으로 넣어야 한다. 볼 터치와 쉐

딩 역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어 어른스럽고 샤프한 느낌으로 보이도

록 한다.

 피부는 밝고 화사하게 표현한다. 코가 길어보이도록 하이라이트를 주

며 쉐딩은 얼굴전체가 세로 느낌이 나도록 어둡게 넣어 표현하고, 눈은 

진하지 않은 그레이 색으로 눈썹 산이 높은 둥근 화살 형으로 그린다. 

아이샤도우는 엷고 따뜻한 계열을 펴 바른 후 포인트 칼라는 진한 색으

로  덧칠해 준다. 아이라인은 진한 색(블랙, 브라운)으로 선명하게 그

려준다. 그리고 입술은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 핑크계열의 색조로 입술 

산을 약간 각 지게 강조하여 그리며  아웃커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76) 한명숙, 앞의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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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그린다. 광대뼈를 중심으로 어두운 핑크색으로 세로 느낌이 나도

록 길게 바른다.

 둥근 얼굴형을 보완하기 위해 둥근형을 강조하지 않고 눈, 입술, 볼 

등을 세로의 길이를 강조한 메이크업을 한다77).

(3)역삼각형

 얼굴의 폭 자체는 넓지만 하반부나 뺨에서 턱에 걸친 선이 훌쭉하고 

가냘픈 모양의 얼굴형이다. 이마의 헤어라인은 쉐딩을 넣어 작아 보이

게 하고 살이 없는 뺨은 봉긋하게 보이도록 하여 둥근 맛이 생겨서  사

랑스런 윤곽이 되게 표현한다.

 피부는 T존과 눈 밑은 하이라이트를 주고 턱 선엔 브라운 색을 발라 

음영을 주어 차분한 베이지로 피부 톤을 맞춘다. 눈은 진한 그레이로 

앞머리는 약하게 시작하여 눈썹 산을 다소 각지고 날렵하게 그려주며, 

아이샤도우는 연한 베이지를 넓게 펴 바르고 눈 꼬리에서 언더라인으로 

초콜릿색으로 포인트를 준다.  입술이 차분해 보이도록 브라운 펜슬로 

입술 산을 살리되 입 꼬리를 길게 살려 전체적으로 샤프하게 그린 후 

차가운 느낌이 도는 브라운 색 립스틱을 바르고, 브라운 계열의 치크로 

입 꼬리보다 약간 위쪽으로 펴 바른다.

 눈썹, 눈, 입술, 볼 등 모두 곡선으로 처리하여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

로 표현한다.

(4)사각형

 긴 얼굴형이면서 하관이 나와 있는 얼굴로 뼈대가 굵고 다부진 얼굴형

이다. 야무지게 보이는 윤곽을 샤도우 칼라로 수정하여 둥근 느낌을 주

어 홀쭉하게 보이도록 한다. 이마의 헤어라인 양각과 턱의 양각에 쉐딩

을 넣는다. 눈 밑, 턱에 세로로 긴 느낌의 하이라이트를 넣어 넓지 않

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

77) 한명숙, 앞의 책, p.137



- 60 -

 피부는 밝은 브라운 계열의 차분한 베이스로 건강한 피부 톤을 만든

다. 각진 턱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쉐딩을 주어 부드러운 곡선형의 느

낌이 나도록 표현한다. 눈썹은 산을 약간 각을 주어 완만한 느낌이 들

도록 그리며 어두운 그레이 색을 선택하여 다소 진하게 그린다. 눈 화

장은 눈썹 꼬리와 직선이 되도록 하며 눈 꼬리 쪽을 강조하여 약간 치

켜 올리듯 표현 한다78). 입술은 산을 각 지게 그리고 입술선도 글리지 

않는다. 폭을 넓게 하여 볼륨을 주고 길이는 짧게 한다. 그리고 귀 쪽

에서 광대뼈 쪽으로 브라운 계열의 브러쉬로 다소 넓게 발라주어 볼 넓

이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보다는 강한 메이크업을 하며 눈썹, 눈, 입술 등

의 포인트에는 둥그런 느낌이 나도록 표현한다.

(5)마름모형

 얼굴에는 별로 살이 없으나 광대뼈가 나오고, 턱이 뾰쪽한 얼굴형이

다. 얼굴에 살이 없으므로 날카로운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테

크닉이며, 나와 있는 뺨이나 턱은 쉐딩을 주어 축소되어 보이게 하며, 

반대로 들어가 있는 곳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평면적이 느낌

이 들도록 한다79).

 피부는 T존은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이마는 넓게 하이라이트

를 주고 턱 선은 얇게 펴 발라 턱의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눈썹은 

튀어나온 광대뼈가 완화되어 보이게 눈썹 산이 높고 가는 화살형으로  

그려주고, 눈은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어 그라데이션 해주며, 액상 아이

라이너를 진하게 길게 그려준다. 입술은 눈썹상향선의 각도로 약간 두껍

고 부드러운 선으로 그린다80). 그리고 치크는 볼 뼈를 중심으로 엷고 

폭넓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펴 바른다. 볼 뼈의 두드러짐이 강조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78) 김현희, 앞의 책, p.25

79) 김희숙 외,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165

80) 김현희,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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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긴 형(가로형의 하이라이트)

 세로로 긴 장방향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가로의 느낌을 주도록 표현한

다. 눈썹은 부드러운 일자형으로 두껍게 그리고 아이샤도우 또한 세로터

치로 표현한다. 쉐딩은 이마와 헤어라인 전체에 턱에 걸쳐 얼굴이 짧아

보이도록 발라준다.

 피부는 핑크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화사한 피부 톤으로 표현하며, 이마

와 턱 부분에는 샤도우를 주어 얼굴이 길이를 줄여준다. 눈썹은 부드러

운 일자형으로 두껍게 그려 가로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해주고, 아이샤도

우는 연한 색으로 베이스를 펴 바르고 눈이 넓어 보이도록 가로터치테

크닉을 사용하며, 눈이 넓어 보이도록 포인트를 진한 색으로 뒤꼬리 쪽

에 바른다. 입술은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형이 좋으나 너무 둥글거나 크

게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치크는 볼 뼈를 중심으로 콧망울과 구각을 향

하여 원만하게 그리고 볼 뼈를 중심으로 폭넓게 펴 바른다.

 전체적으로 가로의 느낌이 들게 메이크업 해주어 자칫 나이 들어 보이

는 이미지를 다양한 색상선택으로 보완한다81).

3)부분별 기본테크닉 및 교정 테크닉

(1)눈

①아이브로우(눈썹 테크닉)

 아이브로우는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얼굴의 이

미지를 결정해주고 눈썹으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를 연출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82).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며 얼굴형이나 눈매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눈썹색상 선택

81) 한명숙, 앞의 책, p.141

82) 강경화, 앞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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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머리색에 맞춰서 색상 선택을 하는 게 무난하다. 그리고 의상의 

색상에 맞춰 선택하기도 하며 자신의 눈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한다.

 검정은 개성적인 느낌을 주며 눈이 크고 피부가 흰 사람에게 어울리

며, 회색은 침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자연스러워 누구나에게 무난

하게 어울린다. 갈색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건강하고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에 어울린다.

⒝기본형 눈썹 그리는 테크닉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 지점을 수직으로 올려 만나지는 곳에 위치하도

록 하고, 눈썹산은 눈썹 길이를 3등분했을 때 2/3지점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턱의 중심점에서 눈동자 중심을 지나 만나는 지점 또는 눈동자 

바깥부분을 올려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눈썹 꼬리의 길이는 

콧망울과 눈 꼬리를 45°의 각도로 연결해서 연장했을 때 만나지는 지

점에 위치하도록 하며 눈썹길이는 눈보다 길지 않게 그리는 것이 좋

다83)<그림14>.               

               

            

               

                 <그림14>기본형 눈썹

83)한명숙,앞의 책,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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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형

 ⓐ긴 형

 수평적인 일자형 눈썹으로 자연스러운 굵기의 눈썹이 긴 얼굴을 분활

시 켜 주므로 잘 어울린다.

 ⓑ둥근 형

 약간 상승 느낌이 나듯이 각진 형 눈썹으로 꼬리를 그려 줌으로써 세

로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역삼각형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아치형으로 눈썹 산의 위치를 눈썹 길이

의 1/2정도에 주어 날카로움을 감소시킨다.

 ⓓ사각형

 각진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 눈썹을 너무 가늘지 않게 그린다. 부드럽

고 매끄러운 아치형이나 화살 형이 좋다.

 ⓔ다이아몬드

 튀어나온 광대뼈가 다소 완화되어 보이게 눈썹의 앞머리에 포인트를 

준 화살 형으로 시선을 분산시킨다.

②아이샤도우 테크닉

 아이샤도우는 그윽하고 입체감 있는 눈을 연출하며 색상은 얼굴의 분

위기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의 눈의 모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부색, 눈썹, 코의 모양 등과 조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84).

⒜아이샤도우 색상 선택법

 의상 색과 동계열 또는 조화로운 색을 선택하고, 계절 감각에 의한 색 

선택한다. 그리고 색의 감정을 이용한 색 또는 눈의 형태를 고려하여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한다.

84) 한명숙,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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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샤도우 컬러에 따른 명칭<그림15>

 ⓐ액센트 컬러

  액센트 컬러의 목적은 눈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데 있으며 악센트 컬

러의 선택에 따라 이미지를 결정한다.

 ⓑ샤도우 컬러

  좁아 보이게 하거나 들어가 보이게 하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해서 깊

이 있는 눈매를 표현해 준다. 어두운 브라운 계열이나 그레이 계열에 

많이 사용한다.

 ⓒ하이라이트 컬러

  돌출되어 보이게 하거나 넓게 보이고자 하는 부위. 두드러지게 보이

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한다. 하이라이트 컬러는 팽창 효과가 있으며, 

샤도우 컬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윤곽을 만들어낸다. 하이라이

트 컬러로는 은회색, 흰색, 펄이 들어간 연한 핑크색이 매우 효과적이

다.

 ⓓ베이스 컬러

  아이샤도우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상이며 가장 넓은 부분으로 눈을 떴

을 때 어느 정도 보이도록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더 컬러

  선의 느낌이 눈 밑 샤도우를 깨끗이 발라주며 눈매를 다양하게 표현

해 준다.

             

            



- 65 -

                 <그림15>아이샤도우 컬러명칭85)

             

                                                              

 ⒞아이샤도우 바르는 테크닉

 옅은 색 계열의 색상, 샤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바른다. 베이스컬

러를 아이 홀을 중심으로 눈썹 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바른

다.

메인컬러를 쌍꼅 라인의 약간 위쪽까지 바른다. 눈 꼬리 부분에 포인트 

컬러를 바른 후, 아이홀 중앙을 밝게 하요 눈에 입체감을 준다.

③ 눈의 형태에 따른 유형별 메이크업 테크닉

 현대사회에 있어서 화장을 통한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

이다. 앞에서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눈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l 그것은 결국 메이크업이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이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의 근거에 의해서 이다86). 눈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눈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보고 인상학적으로 좋은 이미지

를 불러 올수 있는 교정별 아이메이크업의 테크닉을 알아보고자 한다.  

 각각 다양한 눈의 형태별 분류기준에 맞는 아이샤도우, 아이라인, 눈

85) 한명숙, 앞의 책, p.106

86) 권경애, 앞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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썹, 마스카라의 기법을 알아보자,

⒜크기에 따른 눈의 유형

ⓐ균형안

 얼굴, 코, 입과 상호크기가 조화를 이뤄 알맞게 느껴지는 크기의 눈으

로 쌍꺼풀이 없는 눈이 동양인에게 많으며, 눈동자가 검고 한가운데 위

치해 있어야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기 있고 발랄해 보이며, 안

정감을 준다. 눈의 형태 변형은 불필요하며 의상, 디자인, 계절, 연령에 

맞추어서 아이샤도우 컬러를 선택하고 여러 형태의 테크닉을 개성 있게 

연출한다.

ⓑ큰 눈

 큰 눈은 사람에게 화려하면서 밝고 진실한 느낌을 준다. 개방적이며 

매력적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아이라인을 신경 써서 가늘게 그리는 게 좋고, 볼 터치는 눈 꼬리 부분

에서 관자놀이에 걸쳐 엷게 그리면서 지나치게 엷게 그리지 않아야 한

다87). 아이샤도우를 진한 색보다 연한 색을 선택하여 부드럽고 자연스

럽게 그라데이션하고 눈 주위에 포인트 색을 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이 좋다.

 아이라이너는 위 눈꺼풀에 그린 아이라인과 아래 눈꺼풀에 그린 언더

라인이 눈 꼬리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작은 눈

 눈매가 작고 야무진 느낌을 준다. 소극적이며 답답한 인상을 주기도 

하나, 끈기가 있어 보이는 인상이다. 무슨 일이든 끈기 있이 노력하여 

좋은 운을 잡는 타입이며 이러한 좋은 운을 잡기 위해서는 아이샤도우

를 화려하게 바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이샤도우는 눈 전체에 밝은 색상의 샤도우나 펄 감이 풍부한 색을 

선택하여 눈 길이를 길어 보이도록 눈 꼬리 쪽으로 짙은 색의 샤도우를 

87) 권경애, 앞의 책, p.80



- 67 -

연장하여 발라준다. 언더라인 또한 눈 꼬리 쪽으로 길게 발라준다.

 아이라이너는 위아래 아이라인이 눈 꼬리 끝부분에서 만나면 눈의 길

이가 더욱 짧아 보이게 된다. 눈 꼬리 부분을 약간 띄어서 그려 넣으면 

착시현상으로 눈이 크게 보인다. 위 아래라인을 모두 그리되 언더라인

을 아래 눈 길이의 1/3정도만 그린다.

ⓓ동그란 눈

 둥근 눈은 눈이 커다랗고 눈동자는 작고 둥글며 상대방에게 귀엽고 애

교스러우며 좋은 인상을 준다.

 아이샤도우는 눈앞과 꼬리 쪽을 짙게 처리하여 눈매를 짙게 표현한다. 

포인트 컬러를 어두운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열로 눈 꼬리 쪽으로 넓게 

펴 바르고 언더라인도 눈 꼬리 쪽으로 길게 연장시킨다. 눈 중앙부분에

는 짙은 색상을 바르면 눈이 더욱 둥글게 보여 지므로 유의한다.

 아이라이너는 둥근 눈은 더 둥글게 보이지 않게 눈동자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눈앞머리와 눈 꼬리 부분만 살짝 그려 준다.

ⓔ가느다란 눈

 눈 폭이 좁고 눈길이가 전체적으로 길며 가늘고 쌍꺼풀이 없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사고력이 풍부한 자비심 있는 상이나 인상학적으

로는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권모술수 형이 많다고 한다. 아이샤도

우는 짙은 색의 아이샤도우를 눈머리와 눈 꼬리에 바르고 아이 홀은 밝

은 하이라이트를 주되 가급적 넓고 둥글게 처리한다. 엑센트 컬러는 눈 

중앙에 두껍게 발라 주고, 눈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게 그라데이션하

고, 언더라인 또한 눈 중앙을 두껍게 발라 전체 적으로  둥글게 처리한

다.

 아이라이너는 눈동자 중앙부분을 굵게 그려주고 눈머리와 눈꼬리 부분

을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눈두덩이 나온 눈

 동양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둔해 보이거나 무표정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샤프함을 느낄 수가 없으므로 두꺼운 눈꺼풀을 커버해 주어

야 한다. 인상학에서는 지나치게 눈두덩이 부은 경우보다 적당히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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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살이 있는 경우가 좋다고 하므로 지나친 경우는 문제가 되므로 아

이샤도우 색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샤도우는 펄 감이 없는 매트한 브라운이나 그레이 색으로 옅게 펴 

바른 다음 눈썹 뼈 부위에 하이라이트, 아이보리나 색상을 바르고 엑센

트 컬러를 눈 형태에 따라 선을 긋듯 발라 눈매를 강조한다.

 아이라이너는 눈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되 눈꼬

리 부분은 굵게 그린다.

ⓖ눈두덩이 들어간 눈

 안구가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서양인에게 많이 볼 수 있는 눈의 형태

이며, 변덕이 심한 눈이라고 하여 동양인 눈으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 눈의 형태는 입체감은 있지만 다소 소심한 느낌을 주

며 신경질 적이며 우울해보이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아이샤도우는 펄 감이 있는 밝은 색을 아이 홀 부분에 강한 하이라이

트 효과를 준 뒤 눈이 나와 보이게 하고 포인트 색은 밝은 계열로 라인

의 형태로 눈 꼬리를 약간 올려 눈매를 강조한다. 특히 붉은 계통의 색

은 확장 색이므로 눈을 나와 보이게 한다.

 아이라이너는 눈 꼬리 부분을 굵게 그리면서 끝을 약간 끌어 올려 주

어 눈매를 긴장시킨다.

ⓗ올라간 눈

 눈 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강인하고 샤프해 보이는 장점은 있으나.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고 차가운 이미지를 준다. 여성에게선 따사로움이 

없는 인상을 주며 타인에게 지기 싫어하며 고집이 센 인상을 준다. 

 아이샤도우는 눈 앞머리와 눈 꼬리 밑 부분에 아이샤도우의 포인트를 

주고 특히 언더컬러를 눈 꼬리 부분에 수평으로 넓게 펴 발라 올라간 

눈을 부드럽게 안정시킨다. 밝은 색의 아이샤도우를 눈꺼풀 전체에 펴 

바른다. 

아이라이너는 위 라인은 가늘게, 눈 아래꼬리 부분의 1/3을 약간 굵게 

수평으로 그리고, 위 눈꺼풀의 눈머리에도 약간의 엑센트를 준다.



- 69 -

ⓘ처진 눈

 눈 꼬리가 아래로 쳐져 여덟팔자를 이루는 모양이다. 귀여우며 어리숙

한 인상이며, 심하면 아파 보이거나 주름이 많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염려가 있다.

 아이샤도우는 눈 앞머리에서 눈 꼬리까지 라인을 살려 눈 꼬리에 포인

트 컬러를 폭 넓게 펴 발라 줌으로 시선을 상향 방향으로 올려 준다. 

눈 꼬리 밑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효과 적이다.

 아이라이너는 눈머리는 가늘게, 위 눈 꼬리부분을 굵게 강조해 올려 

그려 주며 아래 눈 꼬리 부분도 위의 라인과 교차 되듯이 올려 그린다.

눈썹은 가늘게 그리고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린다.

ⓙ쌍꺼풀이 없는 눈

 동양인에게 많은 눈으로 차가운 인상을 주며 사교 적이지 못하다. 눈

가 의 따뜻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진한 색의 아이샤도우와 아이라인

은 가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아이샤도우는  눈을 크고 뚜렷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라인을 강조하거

나 눈 꼬리에 포인트를 주어 사선 방향으로 끌어 올려 그라데이션 해주

고 아이 홀 부분까지 포인트 컬러를 펴 바른 후 눈썹 뼈 부분에는 하이

라이트를 강하게 주어 평면적인 눈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아이라이너는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의 가장자

리 부분을 조금 굵게 그린다.

ⓚ쌍꺼풀 눈

 대체로 눈이 커 보이며 시원시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준다. 아이 메

이크업을 잘못하면 눈이 강해보이거나 사나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밝은 색의 아이샤도우의 활용과 아이라이너도 강하게 강조하

지 않고 얇고 가늘게 그려준다. 아이메이크업을 강조하지 않고 입을 작

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샤도우는 눈의 선명도를 위하여 감추어진 라인을 섬세하게 포인트 

컬러로 처리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아이홀 전체에 부드럽게 그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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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한다.

 아이라이너는 속눈썹에 가깝도록 가늘고 섬세하게 그린다.

ⓛ미간이 넓은 눈

 미간이 넓은 눈은 여유로워 보이기는 하나 나태해 보이므로 이점을 보

완 수정한다.

 아이샤도우는 포인트를 눈 앞머리 위에서 코 쪽으로 처리하여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좁아 보이도록 한다. 눈 꼬리 쪽으로 포인트 컬러가 치

우치지 않도록 한다.

 아이라이너는 눈머리 쪽을 강하게 그린다.l

 눈썹은 앞머리를 약간 앞으로 당겨 미간을 좁혀 주고 눈썹형태는 약간 

각지며 둥글게 그린다.

ⓜ미간이 좁은 눈

 신경질 적이며 답답한 인상을 주는 눈이다. 미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 테크닉이 필요하다.

 아이샤도우는 눈 앞머리에서 중간까지 밝은 색상을 발라 눈과 눈 사이

의 간격을 여유 있어 보이도록 한다. 진한 색의 포인트 컬러를 눈의 중

심보다 는 눈 꼬리 쪽으로 연장하고 눈 밑 언더라인에도 눈 꼬리 바깥

쪽으로 아이샤도우를 바른다.

 아이라이너는 눈 꼬리 쪽을 바깥쪽으로 라인을 늘려 강하게 그린

다88).

(2)코

①코 메이크업의 기본 테크닉

 콧날이 오똑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단계에서부터 베이스 

색깔을 달리 해주어야 한다. 코의 양 측면에도 얼굴의 기본 파운데이션

보다 2단계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펴 발라준다. 베이스 파우더를 눌러준 

뒤 코 양 측면에 갈색 샤도우를 이용하여 그림자를 넣어준다89). 눈썹 

88) 한명숙, 앞의 책,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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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부터 수직으로 노즈 샤도우를 부드럽게 터치하여 자연스런 음영

이 생기도록 한다. 노즈 샤도우의 효과를 주기위해 콧등에 하이라이트

를 준다.

②코의 형태별 교정 메이크업

⒜넓은 코

 양 눈썹 앞 부위를 뽑아서 코의 앞 부위와 맞춘다. 양미간의 넓은 공

간이 코로부터 시선을 위로 가게 해주어야 한다.

⒝낮은 코

 낮은 코는 비근부가 낮은 경우와 전체가 낮은 경우가 있다. 이 것을 

높게 보이도록 코뼈의 측면을 어둡게 쉐딩하고 콧망울과 콧대를 밝게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갸름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이다.

⒞주먹코

 코끝이 둥근 경우 양 콧 망울에는 어두운 색을 펴 바르고 코끝에는 옅

은 색을 펴 바르도록 한다.

⒟가는 코

 코 양쪽부위와 눈썹 앞부분을 일직선으로 해줌으로써 코를 더 돋보이

게 해준다. 코 양쪽 넓이만큼 눈썹 앞부분을 더 그려준다. 

⒠큰 코

 큰 코는 얼굴에 비해 넓고 커서 우악스러우며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큰 코의 수정은 콧등은 밝게 하고 콧망울 양쪽 콧대 측면 부분

을 어둡게 처리하여 얼굴의 균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매부리 코

 코의 중앙에 층이 있어서 코끝 쪽이 아래를 향해 굽은 코를 매부리코

라고 한다. 이 것을 곧게 보이도록 하려면, 콧등이 튀어 나온 부분을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쉐딩 처리해 수정한다90).

89) 위의 책, p.118

90) 위의 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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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술

①립 메이크업의 기본 테크닉

 파운데이션 표백분으로 본래의 입술 색과 입술라인을 커버한다. 그리

고자 하는 입술 형을 선택하여 입술 산을 립 브러시나 립 라이너로 윤

곽을 그린다. 원하는 립스틱으로 입술라인 안을 채운다음 립 브러쉬로 

립 라인을 그라데이션 한다. 티슈를 입술에 살짝 대어서 유분기를 제거

한다. 파우더로 입술을 고정 시킨 다음 다시 한번 립스틱을 덧발라준

다. 

②입술윤곽 그리기<그림16>

⒜입술 산의 위치를 정한 다음(콧구멍 위치와 일치함)

⒝⒜의 양쪽의 산을 바깥쪽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그린다.

⒞입각에서 반대쪽을 향해 윤곽을 잡는다.

⒟반대 측도 똑같이 그린다.

⒠아랫입술의 중심을 그린다.

⒡입각에서 윤곽을 잡으면서 ⒠와 연결한다.

⒢반대 측도 똑같이 그린다.

                    <그림16>입술 윤곽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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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색상선택 요령

립스틱 색상은 피부색과 입술 색과 형을 고려하여 선택한다.<표16,17>

<표16>피부색 기준91)

<표17>입술 색 형에 따른 색상 선택92)

91) 위의 책, p.121

92) 위의 책, pp.121~122

피부 피부 피부 피부 톤톤톤톤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색상색상색상색상

흰 피부
창백하게 보이기 쉬우므로 

핑크계열, 밝은 퍼플 계열, 레드 계열, 선명한 색

   푸른빛 피부  파스텔계의 신선한 느낌의 색

핑크빛 피부 블루 계열, 강한 와인 색, 퍼플 계열

황색 피부 오렌지 계열, 어두운 레드 계열, 브라운 계열

황갈색 피부 벽돌색, 브라운 계열

입술 입술 입술 입술 색색색색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색상색상색상색상

입술색이 짙은 경우 선명하고 짙은 색상

입술색이 옅은 경우 파스텔 계열

입술이 큰 경우 짙은 색, 펄 제품 삼가

입술이 작은 경우 옅은 색, 펄 제품 사용

입술이 튀어나온 

경우
짙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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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술 형에 따른 메이크업 교정 테크닉

⒜얇은 입술

 작게 오므라진 입은 소극적이며 여성스럽다. 좀 더 적극적인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술 라인보다 1~2mm 정도 밖으로 그려주

고 입술 산을 강조한다. 색상은 옅은 색 펄이 있는 것이 좋으며 진한 색 

립스틱은 입술을 더욱 작고 얇게 보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

⒝두꺼운 입술

 파운데이션으로 원래의 입술 선을 지우고 전체 윤곽보다 1~2mm 작게 

그린다. 입술산은 완만하게 하며 색상은 엷은 색 펄이 있는 것을 피하며 

윤곽은 옅은 색으로 바르고 입술 안쪽으로는 짙은 색으로 발라준다. 립 

라인은 직선적인 느낌으로 각을 살려 그려 준다.93)

⒞큰 입술

 큰 입을 작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각 쪽에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다. 입술 중앙에는 진한 색의 립스틱을 바른다.

⒟작은 입술

 구각의 위치를 좌우로 1~2mm정도 넓게 그리고 펄이 있는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를 발라 부피감 있게 표현한다.

⒠입 꼬리가 처진 입술

 입술 끝을 올려주고, 윗입술을 일직선으로 그리며 아랫입술은 아웃커브

로 그려준다. 생동감을 주기 위해 립글로스를 덧바르면 좋고 구각을 너

무 올리면 부자연스러우므로 1~2mm정도 올려 그려준다.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본래의 윗입술보다 1~2mm정도 줄이고 아랫입술은 늘여서 그린다. 동

색계열로 바르고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짙은 색상으로 표현하고 아랫

입술에 펄이나 하이라이트를 주어 도톰하게 처리한다.

⒢아랫입술이 두꺼운 입술

 본래의 아랫입술보다 1~2mm정도 줄여 그리고 윗입술은 본래의 윤곽

93) 방수진, 앞의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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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다 1~2mm정도 크게 그린다. 입술산은 약간 강조해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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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인상교정을 인상교정을 인상교정을 인상교정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연구연구연구연구

 아름다운 얼굴이란 형태 심리학자들은 세밀한 부분이 아닌 특정 순간

에 경험하는 전체 패턴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서 주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인상, 특정 순간에 얼굴을 둘

러싼 전체적인 인지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인상의 문제라는 것이

다94).우리는 누구에게서나, 그 사람의 심성이나 오성 그리고 의지 같은 

심오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심오함 속에 감춰진 감정

이나, 의지는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잡힌 미인의 기준

을 두면서 개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다.

 개개인의 개성과 이미지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얼굴의 세부 요

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미지 구축은 바로 자신의 외모와 가지고 

있는 개성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개별적

으로 잠재하고 있는 내면의 능력을 표출시켜 활동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어

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주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증적 측면에서 말하는 외적인 부분의 인상에 관해 언급하

기로 제한을 둔다. 얼굴형과 인상이 각기 다른 실험모델을 선정하여 개

개인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 인상을 인상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좋은 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상교정 메이크업을 실시하

여 메이크업의 전과 후의 얼굴 인상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상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상보다는 좋은 인상으로 보이게 하

는 메이크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관계로 얼굴을 얼굴형, 눈썹, 이마, 

눈, 코, 입으로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1.실험모델 선정

94) John Liggett,「얼굴 문화 그 예술적 위장」, 보고싶은책, 1996,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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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얼굴형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인상학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얼굴형태를 유형별로 나누어, 즉 이목구비가 한곳에 모여 있는 인상의 

둥근형, 소극적이며 생동감이 결여되어 보이는 인상의 장방형, 날카롭

고 남성적인 인상을 주는 마름모형, 고집이 세어 보이고 강한 인상의 

사각형, 신경질적인 인상의 역삼각형의 사람을 모델로 선정하였다.  

2.작품해설

1)사례1<표18>

 얼굴형은 둥근형으로 살이 있어 약간의 통통한 느낌의 인상을 주며 얼

굴의 길이가 짧은 편이고 눈이 작고 눈 사이가 멀며, 코는 낮고 입술이 

두껍다.

 관상학에서 보는 전체적인 상은 성격이 원만하고 쾌활하며 대인관계가 

좋으나 금전운이 약하며 자기중심적인 상이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싶은 상은 인상학 쪽에서는 인상이 현모

양처로 좋은 상을 가지고 있지만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관계로 생

기가 없어 보이고 활동적이지 않게 보인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내

츄럴한 메이크업으로 전체인상을 살리면서 생기가 있어 보이고 발랄하

면서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하고자 한다. 

(1)메이크업 시술 전 얼굴분석 및 인상학적 이미지<그림17>

※전체 관상: 현모양처 형이고 금전운이 약하며 자기중심적인 상

▪피부-피부가 하얀 편이며, 여드름성 피부이다. 피부상태는 잡티가 약  

  간 있고 건조하며 메이크업이 잘 받지 않는 피부

▪얼굴형-전체적으로 살이 찌고 둥근 넓적한 형으로 이목구비가 한곳  

  에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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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이마가 넓고 평평하다.

▪눈썹-일자형 눈썹: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강해 대인관계도 원만하  

  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이 있다.

▪눈-미간이 넓은 눈 :온건한 성격이지만 빈틈이 있다. 장수하며 도량  

  이 크고 확고한 시야가 넓다. 

  작은 눈: 집념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대체로 많고 무슨 일이던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다. 

▪코-낮은 코: 코의 상중부가 눌러앉아 부모운이 약하며 금전운이 약  

  하다. 

▪입술-두꺼운 입술: 배짱이 좋으며 추진력이 강하고 체력도 뛰어나다.

▪턱-둥근 턱으로 처자의 운도 좋고 만년에 좋은 상으로 현모양처 상  

  이다.

 (2)메이크업 수정 보완<그림19>

※포인트- 둥근 느낌보단 세로의 길이를 강조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  

  을 한다.

 

▪피부-노란 기운의 피부이며 혈색을 휘해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표현  

  하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보이게 하기위해서 이마 코 턱에 하이  

  라이트를 주었으며 얼굴의 외각부분에 쉐딩을 주어 얼굴전체가 길어  

  보이게 한다..

▪눈-눈썹은 약간 각 지게 그려줌으로써 세로의 분위기를 주고 아이샤  

  도우는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핑크계열로 위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눈썹 뼈 위에 강한 하이라이트  

  주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표현한다. 

▪입술-두꺼운 입술이므로 전체적으로 크기를 작게 그리고 밝고 화사  

  한 핑크색 랍 글로즈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볼-광대뼈 위에 혈색을 보완하기 위해 귀 윗부분에서 구각보다 약간  

  위쪽을 향해서 세로의 느낌이 나도록 핑크색상 치크로 부드럽게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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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다.

2)사례2<표19>

  얼굴형은 장방형으로 얼굴은 좁고 길며 살이 없고 말처럼 긴 형으로 

소극적이고 생동감이 결여되어 보인다. 눈썹이 엷고 눈이 작고 쳐져 있

으며 코가 얼굴에 비해 크고 높다.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같다. 실제의 나이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주며 침착하고 고상한 이미지

의 얼굴이다.

 관상학에서 보는 전체적인 상은 일편단심 형이며 자존심이 세고 사려

가 깊고 견실한 타입이며 말재주가 좋은 상이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싶은 상은얼굴이 좁아 섬세하고 까다롭게 

보이며 눈이 쳐져 활동적이지 않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여드름으로 인

한 붉은 피부 톤을 정리하고 다소 까다로운 인상과 성숙해 보이는 이미

지를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어 

좋은 인상으로 보이게 초점을 잡고 나이에 맞는 밝고 발랄한 메이크업

을 표현한다.

(1)메이크업 시술 전 얼굴분석 및 인상학적 이미지<그림20>

※전체 관상-일편단심 형이며 자존심이 세고 사려가 깊고 견실한 타입  

  이며 말재주가 좋은 상

▪피부-전체적으로 황색 여드름 성 피부이다. 피부상태는 복합성 피부  

  로써 탄력 있고 피부가 두껍다.

▪얼굴형-반듯한 이마와 다소 긴 얼굴형으로 청순하고 여성적인 부드  

  러움이 있다. 헤어라인은 둥글며 양턱은 각이 없고 곡선형을 이루어  

  져 있다. 얼굴길이가 넓이보다 길어 보인다.

▪이마-이마는 넓고 중앙이 봉긋 솟아오른 다소 넓은 이마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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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눈썹이 옅다: 형제 운이 좋지 못하다. 눈동자가 검고 커서 대체  

  로 좋은 상이나. 눈 꼬리가 내려감으로 조심스럽고 조용하며, 남에게  

  좌우되기 쉽고 소극적이며 세심하고 행동이 느리다. 가정적이며 온화  

  하고 유순하다.

▪코-코가 높고 길다: 자존심이 높고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  

  다.

▪입술-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같고 약간 얇은 편이다: 이해 타  

  산적이며 수다스럽다.

▪턱-좁고 둥근 턱: 생활력이 약하다. 순수하며, 두뇌가 명석하다.

    

(2)메이크업 수정 보완<그림22>

※포인트-전체적으로 가로의 느낌이 나도록하여 길어 보이는 얼굴을   

  보완하여 자칫 성숙해 보이는 외형을 탈피한다.

▪피부-이마와 턱 부분에는 진한색의 쉐딩을 주어 얼굴길이를 줄어주  

  며, T존은 밝은 색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눈-눈썹은 가로의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일자형 눈썹으로 그려주고   

  아이샤도우는 밝은 색 베이스를 바른 후 눈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  

  기위해 짙은 톤의 샤도우로 쳐진 눈을 끌어 올려주듯 눈 꼬리 쪽에  

  펴 바른다.

▪입술-자칫하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  

  기위해 밝은 레드 톤으로 가로선의 느낌이 아랫입술에 볼륨을 더 주  

  어 펴 바른다.

▪볼-연한 피치계통이나 핑크 톤으로 광대뼈를 중심으로 가로로 폭넓  

  게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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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례3<표20>

 얼굴형은 사각형으로 긴 얼굴이면서 하관이 나와 있는 얼굴로 얼굴의 

폭과 길이가 거의 같은 형태로 하관이 나온 네모난 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인상을 준다. 눈이 크고 눈 꼬리 쪽 만 쌍꺼풀이 있는 눈이며 콧

대가 없고 코가 대체적으로 낮으며 입술은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더 

튀어나왔다.

 관상학에서 보는 전체적인 상은 적극적이나 고집이 세고 끈기가 부족

하고 재물운이 약한 상이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싶은 상은 인상학적 면에서는 인상이 적

극적이고 고집이 세어 보이고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재물운이 약한 상이

다.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인상의 얼굴형을 곡선형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도록 하고 재물운이 들어오도록 코가 오똑

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야무지게 보이는 윤곽을 샤도우 칼라로 

수정하고 이목구비의 포인트에는 둥그런 느낌이 나도록 하고 화려한 분

위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1)메이크업 시술 전 얼굴 분석 및 인상학적 이미지<그림23>

※적극적이나 고집이 세고 끈기가 부족하고 금전과 애정운이 약한 상

▪피부-주근깨가 많으며 피부가 노란빛의 맑은 윤기가 있는 황색 피부  

  이다.:세심한 성격, 질투심이 강하다.

▪얼굴형-얼굴의 하관이 나와 있어 사각형의 얼굴이며 뼈대가 굵고 다  

  부진 얼굴형이다.

▪이마-이마는 넓고 중앙이 봉긋 솟아올랐으며 광택이 나고 점이나 흉  

  터가 없는 이상적인 이마 상이다.

▪눈-눈이 크고 눈 꼬리 쪽만 쌍꺼풀이 보이는 눈이며, 눈동자는 갈색  

  을 띄고 있다: 애정운이 불안정하며 말재주가 풍부하며 재치가 있어  

  유쾌한 사람. 반면 너무 성급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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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좋아하며 과장이 심하다.

▪코-코의 시작이 낮은 코: 부모운이 약하며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  

  하고, 의심할 줄 모르고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  

  지 못하는 성격이다.

▪입-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애정운보다 베푸는 애정이 많은 타입으로  

  남에게 주는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 

▪턱-하관이 나와 있는 네모인 턱: 자기주장이 강하며 끈기가 있으며  

  스태미너가 뛰어나다.

(2)메이크업 수정  보완<그림25>

※포인트- 둥그런 느낌이 나도록 홀쭉하게 보이도록 하고, 포인트에   

  밝은 컬러로 화려한 분위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메이크업 연출한다.

▪피부-각진 부분의 턱과 이마의 양끝 부분에 쉐딩을 주고 얼굴의 주  

  근깨를 커버하고 밝고 화사하게 표현하며 수정부분의 어두운 부분과  

  볼 화장이 겹치지 않게 주의한다.

▪눈-눈썹은 너무 가늘지 않게 그리며 여유 있는 곡선으로 매끄러운   

  아치형으로 원만한 느낌이 나도록 그리며 눈 화장은 눈 꼬리 부분을  

  강조하여 약간 치켜 올라간 듯 표현한다.

▪입술- 입술은 아래 윗입술의 균형을 맞추어 윗입술은 약간 작게 아  

  랫입술은 볼륨감을 주기위해 두텁게 그려 브라운 색상으로 펴 발라  

  입술의 중앙 부분에 펄이나 립 글로즈로 하이라이트를 주어 립 메이  

  크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볼-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갈색계통으로 폭넓게 바른다.

4)사례4<표21>

 얼굴형은 마름모형으로 얼굴에 별로 살이 없어 광대뼈가 나온 형으로 

턱이 나오고 이마와 하관이 광대뼈 폭보다 좁고 인상이 날카롭다.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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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적으로 가늘고 올라간 눈썹이며 눈과 눈썹사이가 좁으며 눈 역

시 눈 꼬리가 올 리가 매섭게 보인다. 입은 튀어나와 전반적으로 돌출 

되어져 있는 형이다.

 관상학에서 보는 전체적인 상은 인내력이 강하고 실천력이 있으나 사

교적이지 못하고 질투가 강한 상이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싶은 상은 인상학적 면에서는 광대뼈가 

튀어나와 인상이 강하고 날카롭게 보이며 많은 주근깨로 인하여 질투와 

욕심이 많은 좋지 않은 상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부

드럽게 하고 나쁜 인상으로 보이게 하는 얼굴전체의 주근깨를 보이지 

않게 커버하고 좁은 이마의 답답함을 줄여 좋은 인상으로 보이게 한다. 

중성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부드럽고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한다.

(1)메이크업 시술 전 얼굴분석 및 인상학적 이미지<그림26>

※전체 관상-사교적이지 못하고 질투가 강하나 인내력이 강하고 실천  

  력이 있고 대기만성 형

▪피부-가무잡잡한 얼굴색에 얼굴 전체적으로 주근깨가 많다.

  피부상태는 건조하며 피로한 상태로 메이크업이 잘 받지 않는 피부

▪얼굴형-얼굴에 별로 살이 없어 광대뼈가 나온 형으로 턱이 나오고   

  이마와 하관이 광대뼈 폭보다 좁고 마른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형이다. 

▪이마-이마는 굴곡이 고르지 못하고, 상하는 적당하나 양 사이드가   

  좁다: 인생이 고단하고 굴곡이 있다.

▪눈-눈과 눈썹사이가 좁으며 눈 꼬리가 올라간 형이다: 신경질적이며,  

  노력파이고 대기만성 형이다. 

▪코-계단코로 코가 울퉁불퉁하다: 자신의 신념이 강하다.

  콧구멍이 크다: 배짱이 있다. 돈에 궁하지 않다.

▪입-돌출된 입: 아집이 세고 생활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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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좁은 네모 턱: 자기주장이 강하며 여성다움이 부족하다.

 

(2)메이크업 수정 보완<그림28>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살려주어 연출한다.

▪피부- 주근깨가 있는 부분은 커버하고 턱 라인은 쉐딩을 주어 부드  

  럽게 표현하고 뺨 부위의 어두운 부분과 이마는 넓게 하이라이트를  

  준다. 

▪눈-눈썹은 튀어나온 광대뼈가 다소 완화되어 보이게 하기위해 눈썹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분산시킨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사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샤도우는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어 그라  

  데이션 하고, 눈썹 아래쪽을 정리해 브라운 펜슬로 그려서 넓고 밝게  

  보이도록 표현한다.

▪입술-윗입술은 조금 안쪽으로 그리고, 아랫입술의 중앙은 볼륨감 있  

  게 늘려서 그려주어 균형을 맞춰 준다. 눈썹 상향선의 각도로 약간   

  두껍고 부드러운 선으로 그린다.

▪볼-부드러운 느낌이 들기 위해 따뜻한 톤의 색상으로 볼 뼈를 중심  

  으로 엷고 폭넓게 그린다.

5)사례5<표22>

 얼굴형은 역삼각형으로 얼굴형의 폭 자체는 넓지만 하반부나 뺨에서 

턱에 걸친 선이 홀쭉하고 청순함과 소녀다운 이미지를 주는 인상이다. 

이마가 넓고 눈과 눈 사이가 넓으며 눈꼬리가 쳐졌으며, 턱 선이 좁고 

광대뼈가 높다. 코가 낮으며 입술은 두껍다. 

 관상학에서 보는 전체적인 상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소극적이며 실행력

이 부족하고 결혼 운이 약한 상이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나타내고 싶은 상은 머리는 넓고 턱으로 갈수록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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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이 얼굴은 신경질적인 느낌을 주며, 이러한 얼굴의 메이크업은 

살이 없어 평평한 뺨을 통통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넓고 둥근 아치

형의 이마를 가지고 있어 남편 운이 없고 결혼 운이 약한 상이다. 이런 

나쁜 운을 막기 위해 이마 양쪽 관자놀이부위를 어둡게 해서 운을 바꾸

게 해주는 메이크업을 할 것이다.그리고 낮은 콧대를 샤도우를 이용해 

좀더 높게 보이게 하고, 좁은 턱 선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화려

한 이미지를 살려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1)메이크업 시술 전 얼굴분석 및 인상학적 이미지<그림29>

※전체 관상-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실행력이 부족  

  하고 결혼 운이 약한 상

▪피부-잡티가 거의 없으며 피부가 곱고 노란빛의 윤기가 있는 황색   

  피부이다: 질투심이 강하다.

▪얼굴형-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형태로 머리에서 턱 쪽으로 내려 올수  

  록 얼굴이 점점 좁아져, 얼굴에 별로 살이 없고 턱이 뾰쪽한 형이다:  

  두뇌회전이 좋고 감각도 뛰어나며 상상력도 풍부하지만, 성격이 감정  

  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끈기가 부족하다.

▪이마-이마의 털이 난 언저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둥근형의 이마  

  이다: 남편 운이 없고 결혼해도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는 결  

  혼 운이 약한 상이다.

▪눈-눈썹은 초승살 형이고 눈 꼬리가 약간 쳐졌다: 델리케이트 하고  

  정서가 풍부하다.

▪코-코가 짧고 콧대가 없다: 게으르며 융통성이 많으며, 부모 운이 약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한다.

▪입-입술이 두꺼운 편이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다.

▪턱-뾰쪽한 턱: 예술 같은 고상한 것을 좋아하며 그 방면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 냉담한 성격이며 가정 일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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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이크업 수정 보완<그림31>

※둥글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살려주며 턱 선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며,  

  화려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연출한다.

▪피부-혈색을 위해 피부색을 밝고 화사하게 표현하고, 이마의 양쪽과  

  뾰쪽한 턱 끝 부분에 쉐딩을 하고 턱의 바깥부분을 풍만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턱 양쪽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경계부분을 주변 색과 잘 섞  

  어준다. 낮은 코를 커버하기 위해 눈꺼풀 위에서 눈썹 머리까지 브라  

  운 샤도우를 펴 발라 준다. 

▪눈-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아치형으로 눈썹 산의 위치를 눈썹  

  길이의 1/2정도에 주어 날카로움을 감소시키고, 눈 꼬리가 쳐져 다소  

  우울한 인상을 주기 쉬우므로 눈 꼬리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커버  

  하였으며, 아이펜슬로 상승된 느낌으로 그려주오 눈 전체의 윤곽을   

  수정해 준다. 

▪입술-아랫입술과 윗입술의 균형을 맞추어 동색계열로 바르되 윗입술  

  은 아랫입술보다 약간 더 짙은 색상으로 표현하고 아랫입술에 펄이나  

  립 글로즈를 해준다.

▪볼-좁은 턱 선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핑크계열의 컬러로 귀부  

  분에서 구각의 약간 위쪽을 향해 부드럽게 펴 바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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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사례1의 작업계획표

명칭명칭명칭명칭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상색상색상색상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얼굴형얼굴형얼굴형얼굴형

둥근형
따뜻함, 

원만함

내츄럴베

이지,  

스노우 

화이트

노란 기운의 피부- 

혈색을 위해 밝고 

화사하게 표현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 이마, 코, 턱에 

하이라이트

눈눈눈눈, , , , 눈썹눈썹눈썹눈썹

일자형 

눈썹,

작고 미간이 

넓은 눈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강함,

성실하고 

온건한 성격, 

라이트 

브라운+

그레이, 

핑크+ 

레드 와인

눈썹- 본인의 눈썹을 

살려 자연스럽게 각 지게 

표현

눈-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는걸 보완하기 위해 

핑크 사용, 눈썹 뼈 

부분에 하이라이트 주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

코코코코 낮은 코

부모운이 

약하며, 

금전운이 

약함

브라운, 

스노우 

화이트

눈썹 앞머리에서 코 

옆까지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그라이데션

입입입입 두꺼운 입술

배짱이 

좋으며 

추진력이 

강함

슈가 로즈

전체적으로 본인입술보다 

작게 그리고 밝고 화사한 

핑크 계통으로 자연스러움 

강조

턱턱턱턱 둥근 턱

처자운이 

좋고 

현모양처 상

브라운 외각부분에 쉐딩

볼볼볼볼
로즈핑크

+피치

귀 윗부분에서 구각보다 

약간 위쪽을 향해 

세로느낌이 나도록 

부드럽게 펴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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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사례1메이크업 전

   <그림18>사례1평상시 메이크업        

<그림19>사례1메이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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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19>19>19>19>사례사례사례사례2 2 2 2 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

명칭명칭명칭명칭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상색상색상색상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얼굴형얼굴형얼굴형얼굴형

긴 형 감정 예민, 

환상과 

공상이 많음, 

우울함

라이트 

베이지 

파운데이

션, 스노우 

화이트

노란 기운의 피부- 

혈색을 위해 밝고 

화사하게 표현, 이마와 턱 

부분에 진한색의 섀딩을 

주어 얼굴길이를 줄이며, 

T존은 밝은 색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

눈눈눈눈, , , , 눈썹눈썹눈썹눈썹

옅은 눈썹

눈 꼬리가 

쳐진 눈

형제 운이 

약함,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며 

세심함, 

유순함

라이트 

브라운,

인디언 

핑크

눈썹-가로의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일자형 

눈썹으로 그림

눈-밝은 인디언 핑크를 

베이스로 바른 후 눈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진한 핑크로 쳐진 

눈을 끌어 올려 주듯 펴 

바름

코코코코
길고 높은 

코

자존심이 

세고 융통성 

없어 

고지식함

브라운 

화이트

콧등은 밝고 콧망울과 

양쪽 콧대부분을 어둡게 

처리

입입입입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같은 

엷은 입술

이해 

타산적이며 

수다스러움

 핑크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핑크통의 

립 글로즈로 볼륨을 줌

턱턱턱턱
좁고 둥근 

턱

순수하며 

두뇌가 

명석함

브라운

턱밑부분에 쉐딩을 줌

(짧아 보이는 느낌주기 

위해)

볼볼볼볼

로즈 핑크, 

연한 

피치계통

광대뼈를 중심으로 가로로 

폭넓게 펴 바름



- 90 -

                                                                    <그림20>사례2메이크업 전

                      <그림21>사례2평상시메이크업 

                      <그림22>사례2메이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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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0>20>20>20>사례사례사례사례3 3 3 3 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

명칭명칭명칭명칭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상색상색상색상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얼굴형얼굴형얼굴형얼굴형
사각형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고집 

셈, 기질이 

억셈

라이트 

베이지, 

브라운

노란빛의 윤기 있는 

주근깨 있는 피부-주근께 

커버, 밝고 화사하게 표현

각진 부분에 진한 색으로 

쉐딩을 주어 곡선형의 

느낌 표현

눈눈눈눈, , , , 눈썹눈썹눈썹눈썹

옅은 눈썹

눈 꼬리 

쪽만 

쌍꺼풀이 

보이는 큰 

눈

형제 운이 

약함, 

애정운이 

불안정하며 

재치가 

있으며 

유쾌함

라이트 

브라운+

다크 

그레이, 

골드+브

론즈

눈썹-너무 가늘지 않게 

여유 있는 곡선의 

아치형을 그림

눈-옅은 골드 색상으로 

베이스를 바른 후 

브라운계열로 포인트를 

주어 눈 꼬리 부분 강조 

코코코코
코의 시작이 

낮은 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함, 

의심이 없음

브라운 

화이트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 

코뼈의 측면을 어둡게 

쉐딩하고 콧망울과 콧대를 

밝게 처리

입입입입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

남에게 

베푸는 

애정이 많은 

타입

레드 

브라운

레드 브라운 색상으로 펴 

바르되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짙은 

색상으로 표현, 

아랫입술은 펄로 

하이라이트

턱턱턱턱

하관이 나와 

있는 네모 

턱

자기주장이 

강함 끈기가 

있음

브라운

각진 턱 부분에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쉐딩하여 

부드럽게 표현

볼볼볼볼
오렌지+

브라운

입술 끝에서 귀를 향해 폭 

넓게 펴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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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사례3메이크업 전

        <그림24>사례3평상시메이크업 

<그림25>사례3메이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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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1>21>21>21>사례사례사례사례4 4 4 4 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

명칭명칭명칭명칭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상색상색상색상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얼굴형얼굴형얼굴형얼굴형

마름모형
고집이 셈, 

차갑고 

냉정함

내츄럴 

베이지, 

브라운

주근깨 커버, 밝고 

화사하게 표현

T존은 밝게 표현하고 턱 

라인과 광대뼈 부분은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부드럽게 표현

눈눈눈눈, , , , 눈썹눈썹눈썹눈썹

눈썹과 눈 

사이가 좁음

움푹 

들어가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

긴장감 있고 

인색하여 

날카로움, 

성숙하며 

날카롭고 

고집이 셈

브라운,

라벤더+

클린베리 

아이스

눈썹-튀어나온 광대뼈가 

완화되어 보이게 눈썹 

산을 높고 가늘게 그려 줌

눈-아이샤도우로 눈 

앞머리에 포인트 주어 

그라데이션 

코코코코

계단코로 

울퉁불퉁한 

코

자기신념이 

강함

브라운 

화이트

노즈 샤도우를 너무 

강하지 않게 코의 

양면의1/2까지 그라데이션

입입입입 돌출된 입술
아집이 셈, 

생활력 강함

비바 

베이지

윗입술은 안쪽으로 그리고 

아랫입술의 중앙은 볼륨감 

있게 그려 균형을 맞춤, 

눈썹 하향선의 각도로 

두껍고 부드럽게 표현

턱턱턱턱
좁은 네모 

턱

자기주장이 

강함 

여성다움 

부족

브라운

각진 턱 부분에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쉐딩 하여 

부드럽게 표현

볼볼볼볼 오렌지

볼 뼈의 두드러짐이 

강조되지 않게 광대뼈 

중심으로 옅고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펴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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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6>사례4메이크업 전

    <그림27>사례4평상시메이크업         

                   <그림28>사례4메이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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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2>22>22>22>사례사례사례사례5 5 5 5 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작업계획표

명칭명칭명칭명칭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인상학적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색상색상색상색상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얼굴형얼굴형얼굴형얼굴형

역 삼각형 섬세하고 

지적능력 

뛰어남, 신경 

예민

 내츄럴 

베이지, 

브라운

T존과 눈 밑은 

하이라이트를 주고 차분한 

베이지로 피부 톤 표현

눈눈눈눈, , , , 눈썹눈썹눈썹눈썹

각이 진 

초승달 

눈썹, 

미간이 넓고 

아래쪽으로 

쳐진 눈

정서 풍부, 

온순하고 

도량이 넓음

라이트 

브라운+

다크 

그레이, 

카키+

리치골드

눈썹-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아치형으로 그림

눈-눈 꼬리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커버, 

아이펜슬로 상승된 

느낌으로 눈 전체 윤곽 

수정 

코코코코
짧고 콧대가 

낮은 코

자기신념이 

강함

브라운 

화이트

눈썹과 코 사이의 측면을 

어둡게 쉐딩하고 콧망울과 

콧대를 밝게 처리

입입입입

약간 두터운 

균형이 맞는 

입

아집이 셈, 

생활력 강함
코랄스타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균형을 맞추어 동색계열로 

바르되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약간 더 

짙은 색상으로 표현, 

아랫입술에 립 글로즈로 

볼륨감 줌

턱턱턱턱 뾰쪽한 턱

자기주장이 

강함 냉담한 

성격

브라운
턱 부분을 뾰쪽해 보이지 

않도록 쉐딩

볼볼볼볼
피치+핑

크

좁은 턱 선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핑크계열로 귀에서 구각의 

약간위쪽을 부드럽게 펴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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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9>사례5메이크업 전

            <그림30>사례5평상시메이크업 

                                                                <그림31>사례5메이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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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전문가에 전문가에 전문가에 전문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평가평가평가평가

(1)평가방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5년 이상의 경력

자(5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

들의 평가서이다. 5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이론과 실기가 같이 겸비된 

종합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 판단되어 조사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가)설문평가 1. (전문가 A-경력6년차, 학교강의 역임)

 ①사례1(둥근형 얼굴)

둥근형 열굴 형태를 갖고 있는 모델은 수동적이며 비 적극적인 인상을 

띠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보이나 메이크업의 수정 후의 모델의 이미지

는 적극적이며 활동적 능동적인 이미지로써 좋은 인상을 준다. 얼굴의 

양쪽 측면의 쉐딩의 효과는 부드러워 보이며 사교성 있어 보여 좋았지

만 눈썹이나 입술, 볼 터치 부분은 각진 형태의 선의 터치를 표현해 줬

음 하는 생각이다.

 ②사례2(긴 형)

 긴 형의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모델은 쓸쓸하고 정적이며 실제 나이

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준다. 이마와 턱선 부위의 수정을 하

여 젊고 발랄해 보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하지만 얼굴 전체 눈썹, 볼 터치 등을 가로형태의 표현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③사례3(사각형)

 사각형의 얼굴 형태를 갖고 있는 모델은 우직해보이고 의지가 강한 남

성적인 인상을 준다.

 이마, 광대뼈, 턱 선이 거의 같은 폭의 넓이를 쉐딩 처리 해줌으로써 

여성스러우며 부드러워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진 선의 터치보다

는 완만한 곡선 형태의 선 처리 더 강조해주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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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례4. 마름모형

 광대뼈가 두들어지게 튀어나온 얼굴 형태를 한 모텔은 성격이 강하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광대뼈의 돌출을 분산시키기 위해 얼굴 중

심 한 곳에 포인트 화장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며, 

볼 터치 부분이 좀 약한 느낌이 든다. 

 ⑤사례5(역삼각형)

 이마보다 턱 선이 약한 얼굴 형태를 가진 모델은 턱이 뾰족하여 가냘

퍼 보이며 신경질적인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위쪽 부분에 포

인트 화장(눈 화장)과 입술 밑 부분에 하이라이트 로 수정해줌으로써 

뾰족한 턱 선이 훨씬 완만해 보이며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나)설문평가 2.(전문가 B-경력5년차, 학교와 학원 강의 역임)

 ①사례1(둥근형 얼굴)

메이크업 전 모델의 인상은  둔해 보이고 답답한 인상을 띠는 이미지

를 갖고 있어 보이나 메이크업의 수정 후 모델의 이미지는 혈색이 있어 

보여 화사하며 얼굴의 전체 길이가 조금은 길어 보인다. 모델의 미간이 

넓은 눈을 좀더 앞머리에 포인트를 주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활동

적 능동적인 이미지로써 좋은 인상을 준다. 

 ②사례2(긴 형)

 갸름한 인상이 소극적이고 여성스러움이 강하게 어필되는 것 같고, 모

델의 쳐진 눈으로 인해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메이크업 시술 후  좀 더 

또렷하게 보인다. 얼굴에 비해 커 보이는 코를 수정을 하여 좀 축소해 

보이는 느낌이 들며 전체적으로 발랄하고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

 ③사례3 (사각형)

 각진 형의 얼굴이 남성적이고 강한 선의 느낌을 주는 인상 이였으나, 

턱 선을 쉐딩 처리 해줌으로써 여성스러우며 부드러워 보인다. 전체적

으로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보이며 약간 사나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각

진 선의 터치보다는 완만한 곡선 형태의 선 처리 더 강조해주었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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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례4. (마름모형)

 피부 톤이 어둡고 광대뼈가 두들어져 강한 인상과 성숙한 이미지를 주

었다. 푹 꺼져 보이는 눈을 밝은 샤도우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볼 터치 부분을 좀더 

강조했음 하는 아쉬움이 든다. 

 ⑤사례5. (역삼각형)

 턱이 뾰족하여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눈썹이 부드러워 아치형이라 여

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이고, 쳐져 보이는 눈매를 수정하여 동그랗고 부

드러워 보인다. 전체적으로  뾰족한 턱 선이 훨씬 완만해 보이며 지적

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다)설문평가 3. (전문가 C-경력7년차, 학교강의 역임)

 ①사례1(둥근형 얼굴)

 메이크업의 수정 후의 모델의 이미지는 활동적 능동적인 이미지로써 

좋은 인상을 준다. 얼굴의 양쪽 측면의 쉐딩으로 완만하고 부드러워 보

였으나, 세로의 느낌이 부족해 보인다.

 ②사례2 (긴 형)

 성숙해보이며 우울하게 보였던 이미지가 메이크업 후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가로의 느낌이 좀 부족한점과 길

어 보이는 느낌이 다소 강하였다.

 ③사례3 (사각형)

 하관이 튀어나와 다소 고집 있어 보이며 의지가 강한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 메이크업 후 모델의 이미지는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처리해 줌으

로써 부드럽고 여성스러움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곡선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 했더라면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화했을 것이

다.

 ④사례4 (마름모형)

 중성적이며 다소 촌스럽고 강해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던 모델이 메

이크업 후 부드러운 윤곽수정과 밝고 따뜻한 색상의 샤도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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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변화하였다. 볼 부분은 따뜻한 색상으로 

좀 강하게 표현했으면 하고 아쉬움이 든다. 

 ⑤사례5 (역삼각형)

 자칫 우울해보이며 무기력하게 보여 지는 인상을 주는 모델을 메이크

업을 시술함으로써 쳐진 눈이 또렷해 보이며 동그란 느낌으로 생동감 

있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턱 선을 부드럽게 수정하여 지적이

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든다. 

(라)설문평가 4. (전문가 D-경력5년차, 학교 학원 강의 역임. 비엔날

레등 각종 쇼에 참가)

 ①사례1(둥근형 얼굴)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다소 답답해 보이고 둔해 보이던 인상을 가지

고 있던 모델이 메이크업의 수정 후 모델의 이미지 화사하고 활동적인 

인상으로 변화하였다. 통통한 볼을 양쪽 측면에 쉐딩으로 줌으로써 완

만하게 표현 하였으며, 전체적인 온화하고 포근한 이미지는 남아있되 

세로의 느낌을 가미해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②사례2 (긴 형)

 메이크업 전의 모델의 인상은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며 옅고 쳐진 

눈에는 무기력 해보이며 의지가 약해보였다. 메이크업 후 발랄하고 나

이에 맞는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쳐진 눈을 보완함으로써 또렷해 보

이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었다. 아쉬웠던 점은 가로의 느낌이 좀 부족하

였다.

 ③사례3 (사각형)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이 있으며 강한 이미지를 가진 모델이 시술 

후 강해보이는 얼굴형이 부드럽게 변화하였으며, 옅은 눈썹과 낮은 코

로 인해 흐물흐물해 보인 듯한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표현하여 야무져 

보이는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든다. 

현

 ④사례4 (마름모형)



- 101 -

 얼굴에 살이 없고 광대뼈가 돌출되어 날카롭고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

였다. 메이크업 시술 후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하였고, 여성스러

움이 돋보였다. 아쉬웠던 점은 답답했던 이마를 좀더 밝게 표현해 주지 

못한 점과 볼 터치가 약하다.

 ⑤사례5 (역삼각형)

 얼굴형이 이마는 넓고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으로 날카롭고 예민

하게 보였다. 메이크업 시술 후 우울해 보이던 눈매가 훨씬 나아졌으며 

시술전의 날카로운 느낌이 부드럽게 변화하였다. 아쉬운 점은 눈썹을 

좀더 두껍고 부드럽게 그렸으면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연출되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지적인 느낌이 든다. 

(마)설문평가 5. (전문가 E-경력5년차, 학교 학원 강의 역임)

 ①사례1(둥근형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 있고 좀 더 나은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메이크업 시술 후 또렷해 보이는 변화

가 있었다. 눈썹을 좀 더 각기게 그렸더라면 전체적으로 둥근 이미지가 

활동적으로 보였을 것이며, 볼 부분의 세로의 느낌의 터치가 부족하다.

 ②사례2 (긴 형)

 생동감 있고 발랄한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까다롭고 소극적인 이미

지가 적극적인 인상으로 변화하였다. 밝고 화사해 보이는 핑크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움이 돋보인다. 길어 보이는 

얼굴형을 수정하는데 있어 가로의 터치가 좀 부족한 듯 하다.

 ③사례3 (사각형)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인상의 얼굴형을 곡선형으로 보완하여 부드

러운 인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목구비 표현에 눈매의 표현이 약간 매

서워 보이며 코는 오똑해 보인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개선되

었다. 

 ④사례4 (마름모형)

 까무잡잡하고 주근깨와 잡티로 지저분해 보이는 얼굴로 살이 없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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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뼈가 강조된 얼굴형으로 날카롭고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였다. 피부 

톤을 잡티를 커버함으로써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움푹  

패인 눈과 볼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인상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한 것 같다. 아쉬웠던 점은 볼 터치가 약하다. 

 ⑤사례5 (역삼각형)

 전체적으로 날카롭고 모델의 눈매로 인해 우울해보이며 멍해 보이는 

인상이 부드럽고 지적인 인상으로 변화하였으며, 홀쭉해 보여 날카로운 

얼굴을 볼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둥글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살려 

주어 좋은 인상이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노즈 메이크업의 표현이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2)평가 결과의 해석

 전문가들의 서술한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으며, 인상학적 이미지 

표현에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1의 둥근

형의 모델은 부드럽고 푸근한 이미지였긴 하나 다소 답답해 보이고 둔

해 보이는 인상이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생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개선되었으며, 사례2의 긴 형의 모델은 소극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인상

이 나이에 맞는 밝고 발랄한 이미지로 개선되었으며, 사례3의 사각형의 

얼굴의 모델은 고집이 세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인상이 부드럽고 강한 

느낌이 완화되었으며, 사례4의 마름모형의 얼굴의 모델은 남성적이고 

날카롭고 강해보이는 인상이 메이크업 시술 후 부드럽고 여성스러움이  

 돋보여 좀 더 나은 인상으로 개선되었으며, 사례5의 역삼각형의 얼굴

의 모델은 날카롭고 우울해 보이는 인상이 메이크업 후 둥글고 부드러

운 인상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의도한 인상학적 포

인트를 비교적 잘 부각시켰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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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개인에 맞는 메

이크업과 인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메이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부분은 얼굴이다.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이 얼굴 표정으로 

전해져 나오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깃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이러한 얼굴은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변화한다.  그 

운명을 메이크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에 접목시켜  

사람에게 타고난 운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라도 관심을 갖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각자의 결점을 보완한  이미지 메이크업은 얼

굴형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어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으로 표현할 수 있

으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또한 인상학

에서 말하는 인상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인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은 이를 도와 충실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상학과 메이크업을 접목시켜 개개인의 가지고 있

는 얼굴형과 전체적인 이목구비를 조화시켜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상교정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인상학적으로 보다 효과

적인 얼굴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일조 하고자 하였다. 

  인상학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개개

인의 운명과 관여된다.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얼굴 특히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의 형태를 인상학적 담론을 근거로 

하여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한 결과 5가지 사례의 실험 모델을 선정하여 인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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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좋지 않는 인상을 수정 메이크업을 통해 우호적이고 호감이가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 시켰다. 그리고 사진작업 후 전문가 집단 5명을 대

상으로 종합적인 식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사례1에서는 전체적으로 살이 찌고 둥근 넓적한 형(둥근형)으로 

이목구비가 모여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델로 인상학적 면에서는 인

상이 현모양처로 좋은 상을 가지고 있지만 차갑고 자기중심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지메이크업을 통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

는 효과를 주었으며 전체적인 인상을 살리면서 생기가 있어 보여 좀 더 

나은 이미지로 개선되었다.

 둘째, 사례2에서는 얼굴이 좁고 살이 없는 긴 형(장방형)으로 소극적

이고 생동감이 결여되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모델로 인상학적 면에서는 

까다롭고  자존심이 세어 보이고 말재주가 좋은 상을 가지고 있었다. 

눈이 쳐져있어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이미지 메이크업을 통하여 교정하

였으며, 길어 보이는 얼굴을 보완하고, 까다롭고 성숙한 이미지를 부드

러운 색상을 통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나이에 맞는 밝고 발랄한 이미

지로 개선되었다.  

 셋째, 사례3에서는 얼굴 하관이 나와 있는 네모난 턱(사각형)을 가지

고 있어 강한 인상을 주는 모델로 인상학적 면에서는 적극적이나 고집

이 세고 재물운이 약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인상의 얼굴형을 곡선형으로 보완하여 부드러운 인상으로 변화하였으며 

재물운이 들어오도록 코가 오똑하게 표현될 수 있게 교정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목구비 포인트에는 둥근 느낌을 주고 화려한 분위기와 부드

러운 이미지로 개선되었다.

 넷째, 사례4에서는 얼굴에 살이 없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날카로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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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마름모형)을 주는 모델로 인상학적 면에서는 인내력이 강하나 사교

적이지 못하고 질투가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지 메이크업을 

통해 많은 주근깨로 인하여 질투와 욕심이 많은 인상을 커버하고,  전

체적으로 기가 세고 남성기질이 강해보이는 인상을 부드럽고 여성스러

움을 돋보이게 하여 좀 더 나은 인상으로 개선되었다.

 다섯째, 사례5에서는 이마는 넓고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얼굴형(역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 신경질적인 느낌을 주는 모델로 인상학적 면에

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소극적이며 결혼운이 약한 상을 가지고 있었

다. 살이 없어 평평한 뺨을 통통하게 하여 부드러운 인상으로 교정하였

으며, 넓고 둥근 아치형의 이마의 나쁜 운을 교정 메이크업을 실시함으

로써 결혼운이 좋은 상으로 바꾸었다. 둥글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살려

주어 좀 더 나은 이미지로 개선되었다.

 

 여섯째, 전문가들의 서술한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으며, 인상학적 

이미지 표현에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자가 의도한 인상학적 이미지의 포인트를 비교적 잘 부각시켰다는 전

문가들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수정 메이크업을 통한 이미지 

메이크업은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 수정하고 표정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부

합 되었을 때 좋은 인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좋은 이미지는 살리고 나

쁜 이미지는 개선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심리적 상승효과가 부과 되

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기발전을 추구 할 수 있었다.   

 사람의 모습은 제 각기 다르듯 얼굴의 형태와 위치관계에서 오는 나쁜 

이미지를 메이크업을 통해 조화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때 진정한 이미

지메이크업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상교정을 위한 이미지메이크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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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심과 꾸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개성 있고 창의적인 메이크

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얼굴의 개성과 특징 그리고 이미지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얼굴의 형태와 그에 따른 각 요소들에 관한 인상학적 연구가 더욱 활

발히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며, 얼굴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각

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새로운 얼굴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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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아, “메이크업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

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학교  석사논문, 2000

�김민호 외,“관상을 이용한 캐릭터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시각디자인

학연구 제14호 2권, 2003

�김현희, “인상과 관련한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희정, “회화적 메이크업 경향과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

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옥미나, “얼굴표정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8 

�이강미,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건

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경하, "눈썹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정은, “아이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미화 외, “분장과 인상학에 관한 상호연관성 연구”, 한국미용학회

지 제6권 1호, 2000,

�홍수현, “음양오행사상의 관상학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설

계 시스템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일반대학원 공학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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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in R &Trope Y,(2000) Facing Face: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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