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최근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이

미지 관리 행동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Eun & Mun, 2019).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남

성의 외모 관리 추구 행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의 

남성이 '그루밍(Grooming)족'이라고 답하였다(Lee, 2018). '그루밍

족'은 몸을 치장한다는 뜻의 groom에서 파생된 말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남성의 외모 관리 

행동은 성형수술, 피부관리, 메이크업, 체형관리 패션 추구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남성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최근

에는 남성들의 반영구 눈썹 메이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Hong, 

2018; Song et al., 2019). 얼굴에서 눈썹은 그 모양에 따라 인상을 

좌우하며, 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썹의 형태 및 위치, 숱

의 양과 색상에 따라 얼굴 이미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눈썹 관리는 

얼굴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Kim & Kang, 2014). 여성과 달리 남

성은 외모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외모에 변화를 주는 화장법에 대하

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반

영구 눈썹 메이크업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눈썹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눈썹 메이크업의 형태 및 이

미지에 관련한 연구(Ha et al., 2005; Kim, 2008; Cho & Park, 

2013; Park, 2018; Park & Park, 2019)와 눈썹 보정을 위한 반영

구 기법에 관한 연구(Cho & Lee, 2013; Han & Choi, 2020; Kim et 

al., 2020)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눈썹 형태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연구대상자가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남성 눈썹 형태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남성 눈썹의 반영구 메이크업 

기법에 관한 선호도와 반영구 눈썹 메이크업을 받은 후 자아 효능감

이 높아진다는 연구(Han & Choi, 2020)가 보고되었다. 남성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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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ith the contemporary shift in men’s attitudes about their appearance 
and personal grooming, demand for semi-permanent eyebrow makeup is increasing. 
The ability to design esthetically pleasing, natural-looking eyebrows has become 
a competitive skill that makeup artists specializing in semi-permanent eyebrow 
makeup should consistently demonstrate. Methods: Herein, we measured the 
eyebrow shapes of 300 Korean men in their 20’s and 30’s. These measurements 
were used to determine the typical eyebrows forms that are representative of men’s 
eyebrows. Results: The average width, thickness, and arch peak of the eyebrow were 
55, 8.3, and 4 mm, respectively. The direction, thickness, and width of the eyebrow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eyebrow and the eye we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determining eyebrow shape. Based on the eyebrow form features, male eyebrow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tandard, straight, and upward. Conclusion: 
According to these form features, individual eyebrow shapes can be evaluated and 
adjusted with the standard type. Additionally, these measurements can be used to 
improve the esthetic design of semi-permanent eyebrow makeup. 

Keywords: Semi-permanent makeup, Eyebrow shape, Type, Measurement, Makeu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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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반영구 메이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남

성 눈썹 메이크업 디자인측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남성 

눈썹 형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영구 메이크업에서 적

용되는 남성 눈썹 형태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선행연구 및 

전문서적에서는 눈썹의 형태와 비율, 눈썹 유형 및 분석에 관련한 이

론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한국 남성의 자연 눈썹 크기 및 형태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반영구 메이크업의 적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본래의 눈썹 형태를 분석하여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눈썹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눈썹의 비율 적용도 중요하지만 

표준 형태의 눈썹 치수에 따른 가이드를 적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20-3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눈썹 형태를 

직접 계측하여 그 치수를 구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남

성의 눈썹 평균 크기와 대표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영구 메이크업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

는 시점에서 남성 눈썹 형태의 디자인 적용에 매우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Methods

1. 대상 및 기간

측정 대상은 우리나라 20-3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눈썹의 위치와 형태는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 선행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과 50-60대 여성의 눈썹 형태 및 위치를 측정하여 비

교한 결과 노화에 따라 눈썹 위치와 형태가 변화하여 복원이 필요하

다고 보고하였다(Matros et al., 2009). 따라서 측정 대상의 선정을 

20-30대로 하였으며 연구지원자는 눈썹 부위에 흉터가 없으며, 반

영구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자연 눈썹을 가진 자에 한하였다. 연구지

원자를 대상으로 눈썹 형태의 직접 계측은 원광대학교 연구윤리위원

회 승인(WKIRB-202111-HR-094) 하에 수행하였다. 기간은 2021

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총 10일간 측정하였다.  

2. 측정 기준점 및 항목

직접 계측 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기준점을 설정하

여 표시하였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에서 제시한 기준점

에 따르면 얼굴과 눈 부위의 기준점은 총 5개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눈썹 측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눈썹

형태의 측정 목적을 위해 기준점을 설정하였다(Kim, 2008). 기준점의 

설정은 눈썹 형태의 최대 외곽 포인트와 눈과 눈썹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눈 앞머리점, 눈꼬리점 등 총 7개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Table 

1). 측정항목은 눈썹의 해부학적 위치와 형태를 고려하고, 반영구 메

이크업을 적용하기 위한 자연 눈썹 분석 및 디자인 적용을 고려하여 8

개의 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Table 2). 

측정 방법은 직접계측법을 이용하여, 왼쪽 눈썹 8항목과 오른쪽 눈

썹 8항목 총 16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직접측정에서 발생되는 측정자

의 조작오류에 의한 오차, 계통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번 반복 측정

하여 최종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눈썹 길이는 측정 기준점 1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과 2 (the lower 

Table 1. Measurement of control points on the eye and eyebrow

No. Measuring point Location on the eyebrow or eye

1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2 The low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3 The top peak point of the eyebrow arch

4 The bottom peak point of the eyebrow arch

5 Eyebrow tail

6 Medial canthus 

7 Lateral canthus

Table 2. Measurements of eyebrow shape 

No. Items Location on the eyebrow or eye

1 Total eyebrow length

2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the peak of the eyebrow arch

3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4 The thickness of the eyebrow arch

5 The low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medial canthus 

6 The low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lateral canthus 

7 Arch height

8 Eyebrow tail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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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의 중심에서 5 (eyebrow 

tail)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였다. 눈썹산 길이는 측정 기준점 1과 

2의 중심에서 3 (the top peak point of the eyebrow arch)과 4 (the 

bottom peak point of the eyebrow arch)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였다. 눈썹 두께는 측정기준점 1과 2의 수직 길이를 측정하였

다. 눈썹산 두께는 측정 기준점 3과 4의 수직길이를 측정하였다. 눈썹

과 눈과의 거리는 측정 기준점2의 눈썹 시작 아래점에서 눈앞머리위

치의 측정 기준점인 6 (medial canthus)까지의 직선거리와 눈썹 꼬리

점인 5에서 7 (lateral canthus), 눈꼬리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

다. 눈썹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 요인인 눈썹산 높이와 꼬리높

이는 측정 기준점 2를 기점으로 수평의 연장선상에서 눈썹산 아래점 

4 (the bottom peck point of the eyebrow arch)까지의 수직거리와 눈

썹 꼬리점5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였다.     

3. 측정도구

눈썹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길이와 너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의 정밀 측정이 가능한 Digital Vernier calipers (IP67 model; 

Hunan E & K tool Inc., China)를 사용하였다. 눈썹산 높이와 눈썹꼬

리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수평의 기준을 디지털 수평계 (LV941801; 

Skill, USA)를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4.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측정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를 구하고, 눈썹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 간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 눈

썹 형태에 대한 유형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

과 분류된 눈썹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원변량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Duncan test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Results & Discussion 

1. 20-30대 남성의 눈썹 평균 치수 및 좌우 대칭  

20-3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눈썹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8개 

측정항목을 각각 좌우로 직접 계측하였고, 확보된 데이터의 좌우 치

수를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Table 3). 

눈썹 너비의 평균 측정치는 왼쪽 눈썹 너비가 54.28 (±4.40) mm

이었고, 오른쪽 눈썹 너비가 54.10 (±3.93) mm로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가 거의 같았다.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 눈썹산까지의 너비는 왼

쪽 평균치가 38.37 (±4.38) mm였고, 오른쪽의 평균치는 38.86 (±

4.15) mm였다. 눈썹산 너비의 평균치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0.49 mm의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눈썹 너비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눈썹 두께는 왼쪽 평균치가 8.41 (±1.78) mm, 오른쪽 평

균치가 8.23 (±1.81) mm였다. 눈썹산 두께는 왼쪽 평균치가 11.62 

(±2.96) mm 였고, 오른쪽 평균치가 11.55 (±2.98) mm로 눈썹 앞

부분의 두께보다 약 3 mm 이상 두꺼운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눈썹

산 높이는 왼쪽 평균치가 4.40 (±1.72) mm였고, 오른쪽 측정치가 

3.92 (±1.73) mm였다. 눈썹 앞부분 아래 점을 기준으로 한 수평 연

장선상에서 눈썹꼬리 높이는 왼쪽 평균치가 3.11 (±2.07) mm였고, 

오른쪽 평균치가 3.13 (±2.03) mm였다.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

의 거리는 왼쪽이 15.93 (±3.11) mm였고, 오른쪽은 15.79 (±3.12) 

mm였다.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는 왼쪽이 

14.5 (±3.28) mm였고, 오른쪽은 14.67 (±3.31) mm였다. 눈과 눈

썹과의 앞과 뒷부분의 거리는 약 1.5 mm 정도였다. 

우리나라 20대 여성 497명의 눈썹을 계측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평

균 측정값은 눈썹 너비가 44.8 mm, 눈썹 두께가 6.8 mm, 눈썹산 높

이가 8.2 mm로 보고하였다(Kim, 2008). 반영구 눈썹 메이크업디자

인을 연습하기 위한 전문서에 의하면, 여성 눈썹 형태의 드로잉 가

이드는 눈썹 너비를 약 50 mm를 기준으로 45-55 mm의 사이의 크

Table 3. Comparison of left and right eyebrow shapes                                                                                                           (N=300)

Measurement site
Left Right

t p
Mean S.D. Mean S.D.

Total eyebrow length 54.28 4.04 54.10 3.93 0.36 0.35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the peak of the eyebrow 
arch

38.37 4.38 38.86 4.15 -1.75 0.08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 8.41 1.78 8.23 1.81 2.20 0.02*

The thickness of the eyebrow arch 11.62 2.96 11.55 2.98 0.66 0.50

The low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medial canthus 15.93 3.11 15.79 3.12 0.88 0.37

The low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lateral canthus 14.50 3.28 14.67 3.31 -0.92 0.35

Arch height 4.04 1.72 3.92 1.73 1.38 0.16

Eyebrow tail height 3.11 2.07 3.13 2.03 -0.26 0.78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ired t -test. *p<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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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그리고, 눈썹산 너비는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눈썹 두께는 

8-1.0 mm, 눈썹산 높이는 약 3 mm로 제시하고 있다(Lee & Kim, 

2018). 남성 눈썹 형태는 여성보다 약간 크게 그리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지만 명확한 크기를 제시한 문헌이 거의 없다. 선행연구의 여성 

눈썹 측정 데이터와 남성 눈썹을 계측한 평균값과의 차이를 살펴보

면, 남성 눈썹 너비가 여성 보다 약 10 mm가 더 크고, 눈썹 두께 또

한 약 2 mm정도 더 두꺼워 남성이 여성보다 눈썹의 크며 명확한 크

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는 눈썹산 높이가 남

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 형태적 특징의 차이가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의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눈썹 너비, 눈썹산까지의 

너비, 눈썹산 두께,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과의 거리, 눈꼬리에서

부터 눈썹의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 눈썹산 높이, 눈썹꼬리 높이

의 총 7개 측정항목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눈썹 앞부분의 눈썹 두께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왼쪽과 오른쪽 눈썹형태의 비교는 인체 생리해

부학 측면에서 시상면(sagittal plane)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성의 눈썹 메이크업과 반영구 메이크

업 적용 시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눈썹 앞부분의 두께임을 시사한다.

2. 20-30대 남성의 눈썹 표준형 및 대표유형 분석

20-30대 남성 300명의 눈썹 형태를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값

을 이용하여 남성 눈썹의 표준 형태를 포토샵(Adobe Photoshop 

ver.12.0,)을 이용하여 일러스트로 재현하였다(Figure 1). 반영구 메

이크업 디자인 적용에서 표준 치수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

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형태적 특성을 준하여 분류한 대표 유형이

다. 개개인의 얼굴형과, 본래 눈썹의 형태를 고려하여 대표 유형을 

알맞게 적용했을 때, 개인에 적합한 메이크업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

다. 현재까지의 남성 눈썹 유형은 디자인을 적용하는 관점에 따라 

3-6개의 유형을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과학적 자

료에 근거한 분류가 아니라 심미적 측면에서의 전문가의 주관적 분류 

유형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남성 눈썹의 정량적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표유형의 분

류를 실시하였다. 군집 수의 결정에 대한 효율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 계층적 군집화에 의한 군집수를 분석한 후 다시 비계층적 방법에 

따라 유형 수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즉, Ward 연결법(Ward 

Linkage Method)에 따른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덴

드로그램(Dendrogram)으로 시각화 하였다(Figure 2). 군집 간 높이

의 가치가 큰 군집의 개수를 살펴보면 3개의 군집이다. 즉, 3개의 유

형을 결정했을 때 군집 내 특성이 명확하며, 각각의 군집 간의 이질

성이 있는 대표 유형의 분류가 3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에 따라 남성 눈썹 유형의 수를 3개로 

도출하였으나 계층적 군집화의 몇 가지 한계점에 의해 이를 보완하기 

Figure 1. Standard eyebrow shapes of men in their 20’s–30’s.

Figure 2.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dendrogram identifying 
three main clusters of eyebrow shapes (N=300).

Table 4. Comparison of factors based on the number of clusters                                                                                         (N=300)
Number of clusters

3 groups 4 groups 5 groups 6 groups

Factor 1 Eyebrow angle 126.67*** 76.65*** 81.04*** 56.45***

Factor 2 Eyebrow site 17.31*** 76.50*** 47.08*** 45.29***

Factor 3 Thickness of eyebrow 37.82*** 50.95*** 59.28*** 37.30***

Factor 4 Length of eyebrow 57.64*** 24.17*** 29.53*** 57.43***

Measurement of types was compared with one-way ANOV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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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시 비계층적 방법에 따라 유형의 수를 결정하여 더욱 의미 있

는 해석이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K-means 군집분석 군집의 수를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분류한다

는 이유로 연구자의 불완전 분석, 비과학적 분석이라고 하지만 유형

을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분석 방법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데이터의 요인 값을 이용하여 눈썹 유형을 3개, 4

개, 5개, 6개로 분류하여 각 군집 수에 따른 요인 간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4). 여성 눈썹의 형태별 명칭은 표준형, 수평형, 각진

형, 아치형, 상승형, 하강형의 6개로 구분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에도 

군집의 수를 최대 6개까지로 분석하였다(Park & Park, 2019). 그 결

과 유형수가 3개, 4개, 5개, 6개로 분류되었을 때 4개 요인 모두가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 수를 3개, 4개, 5개, 6개로 

분류하였을 경우 3개의 경우에도 각 유형 간의 특성이 분명하게 차

이가 있으며, 6개의 유형의 경우에도 각 유형 간의 특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형 수를 분류하기에 합리적 근거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

서 3개, 4개, 5개, 6개의 유형 수에 따른 유형별 인원 분포를 제시하

였다(Table 5). 군집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해당 유형에 인원 분포는 

15% 미만으로 감소하여 군집의 수를 3개 혹은 4개로 분류한 것이 적

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97명의 눈썹 측정 데이터를 이

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형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Kim, 2008).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K-means 군집분석만을 적용하

여 군집유형을 4개, 5개, 6개로 분류하였다. 군집 수에 대한 연구자

의 결정이 2개에서부터 10개까지로 분류되는 점에 비해 메이크업 관

점에서 눈썹의 유형을 4개에서 6개까지로 구분하여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4개부터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는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 수에 대한 분류를 고려하였

으며 계층적 군집화와 비계층적 군집화의 한계점을 배제하였다.

남성 눈썹 유형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형의 최소화와 유형별 인

원 분포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과 군집의 수를 3개 혹은 4개로 분

류한 것이 적합하였다. 최종적으로 군집 유형별 형태적 특성의 독립

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측정항목 간의 유형별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Duncan multiple 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사후 검증하였다. 남성 눈썹 유형이 3개의 군집 수로 분류

했을 때, 측정항목 간의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6).

1유형의 눈썹 형태를 살펴보면 왼쪽 눈썹 너비 평균 크기가 51.37 

mm, 오른쪽이 51.57 mm이며, 눈썹산 너비의 좌우 평균이 각각 

35.32 mm와 35.9 mm로 눈썹 너비의 크기는 300명 전체 표준보다 

3 mm 정도 너비가 작다. 눈썹 두께는 약 평균 8 mm 정도이며, 눈썹

산 두께는 약 12 mm로 전체 평균과 크기의 차이가 1 mm 이하로 거

의 같았다. 눈썹산 높이 또한 전체 평균 크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의 거리,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

분 사이의 사선 거리도 전체 평균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1유

형은 남성 300명의 전체 평균 눈썹 형태보다 눈썹 너비가 약간 좁지

만, 눈썹 방향, 위치, 두께의 형태적 특성이 표준 형태와 거의 유사하

여 표준형 눈썹을 대표하고 있다. 

2유형의 눈썹 형태는 눈썹 너비가 56.59 mm, 눈썹산 너비가 왼쪽

Table 5. Distribution of types based on the number of clusters                                                                                             (N=300)
Number of clusters

3 groups 4 groups 5 groups 6 groups

Type 1 126 (42%) 90 (30%) 45 (15%) 39 (13%)

Type 2 90 (30%) 68 (22.7%) 93 (31%) 50 (16.7%)

Type 3 84 (28%) 46 (15.3%) 60 (20%) 37 (12.3%)

Type 4 96 (32%) 57 (19%) 81 (27%)

Type 5 45 (15%) 45 (15%)

Type 6 48 (16%)

Measurement of types was compared with one-way ANOV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p<0.01, ***p<0.001.

Figure 3. Three clusters of male eyebrow shapes of Korean 
men in their 20’s–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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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45 mm, 오른쪽이 42.17 mm로 분류된 유형 중 너비의 크기

가 가장 크다. 눈썹 두께는 7.4 mm, 눈썹산 두께는 10 mm로 눈썹 

두께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얇다. 눈썹산 높이는 약 3 mm

이고, 눈썹꼬리 높이는 1.96 mm로 분류된 유형 중 눈썹 방향이 가장 

수평에 가까우며 눈썹 위치 또한 눈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형태이다. 

따라서 유형 2의 눈썹 형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수평에 가까운 

Straight 형태로 볼 수 있다.

3유형의 눈썹 형태는 왼쪽 눈썹 너비 평균 크기가 56.17 mm, 오

른쪽이 55.22 mm, 눈썹산 너비가 약 39 mm로 눈썹 너비의 크기

는 유형 2와 비슷하며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크다. 눈썹 두께는 약 9 

mm이며, 눈썹산 두께는 10 mm로 분류된 유형 중 눈썹 두께가 가장 

두꺼우며 이는 평균보다 크다. 눈썹산 높이는 약 4 mm이며, 눈썹꼬

리 높이는 왼쪽이 4.35 mm, 오른쪽이 4.53 mm로 눈썹산부터 눈썹

꼬리가 상승한 형태였다. 눈썹의 위치는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의 

거리,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가 유형 중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는 전체 평균보다 크다. 세 유형 중 눈썹과 눈의 거

Table 6. Comparison of male eyebrow types                                                                                                                           (Type=3)
Type 1 Type 2 Type 3 Total

F
N=126 N=90 N=84 N=300

Left

Total eyebrow length
51.37 56.59 56.17

54.28 60.07***

b a a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 the peak of the eyebrow arch

35.32 41.45 39.64
38.37 59.59***

c a b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
8.22 7.41 9.77

8.41 35.36***

b b a

The thickness of eyebrow arch
12.15 10.06 12.19

11.62 13.56***

a b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medial canthus 

15.18 14.35 18.76
15.93 49.66***

b b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lateral 
canthus 

13.80 12.97 17.20
14.50 37.25***

b b a

Arch height
4.03 3.26 4.88

4.04 14.62***

b c a

Eyebrow tail height
3.04 2.04 4.35

3.11 21.99***

b c a

Right

Total eyebrow length
51.57 56.59 55.22

54.10 45.76***

c a b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 the peak of the eyebrow arch

35.90 42.17 39.75
38.86 70.77***

c a b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
8.01 7.44 9.40

8.23 21.63***

a b a

The thickness of eyebrow arch
11.89 10.12 12.56

11.55 11.77***

a b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medial canthus 

15.06 14.16 18.65
15.79 51.09***

b c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lateral 
canthus 

13.49 13.59 17.60
14.67 43.13***

b b a

Arch height
3.93 3.05 4.85

3.92 18.34***

b c a

Eyebrow tail height
3.05 1.96 4.53

3.13 30.11***

b c a

Measurements of type 1, type 2, and type 3 were compared with one-way ANOV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p<0.01, ***p<0.001.
a, b, c: Duncan’s post-analysis result betwee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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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크게 나타났다. 3 유형의 눈썹 형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눈썹의 두께가 가장 두꺼우며 눈썹산 높이와 꼬리 높이가 가장 높아 

눈썹 방향이 상승형인 눈썹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남성 눈썹 유형 수를 3개로 분류하였을 때, 각 유형의 형태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표준

형, 일자형, 상승형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형태적 특성을 시각적

으로 제시하기 위해 포토샵(Adobe Photoshop ver.12.0)을 이용하여 

일러스트로 재현하였다(Figure 3).

남성 눈썹의 대표 유형이 4개의 군집수로 분류되었을 때 측정항목 

간의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7). 1유형의 눈썹 형태를 살펴

보면 왼쪽 눈썹 너비 평균 크기가 56.93 mm, 오른쪽이 56.18 mm이

며, 눈썹산 너비가 약 40.46 mm로 눈썹 너비의 크기는 300명 전체 

표준보다 약 2 mm 정도 너비가 크다. 눈썹 두께는 평균은 약 9 mm 

정도이며, 눈썹산 두께는 약 11.8 mm 정도로 전체 평균과 크기의 차

이가 1 mm 이하로 거의 같다. 눈썹산 높이와 눈썹꼬리 높이가 전체 

평균 크기보다 가장 크며 특히 눈썹산 높이보다 눈썹산 꼬리 높이가 

Table 7. Measurement comparison of male eyebrow types                                                                                                   (Type=4)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otal

F
N=126 N=90 N=84 N=84 N=300

Left

Total eyebrow length
56.93 51.43 54.56 54.45

54.28 17.37***

a c b b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 the peak of the eyebrow arch

40.46 35.53 40.23 37.97
38.37 15.00***

a c a b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
9.11 9.49 6.51 8.35

8.41 34.86***

a a c b

The thickness of eyebrow arch
11.82 12.93 7.58 12.9

11.62 62.17***

b a c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medial canthus 

16.49 18.85 15.32 14.02
15.93 36.05***

b a c d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lateral canthus 

16.44 16.86 14.26 11.93
14.50 46.55***

a a b c

Arch height
5.26 4.04 2.01 4.46

4.04 44.54***

a b c b

Eyebrow tail height
5.30 3.40 0.81 2.92

3.11 63.13***

a b c b

Right

Total eyebrow length
56.18 51.07 55.02 54.35

54.10 17.54***

a c ab b

The upper point of the lateral border of the 
eyebrow - the peak of the eyebrow arch

40.38 36.66 41.20 38.11
38.86 13.36***

a b a b

Thickness of the lateral border of eyebrow
8.93 9.34 6.38 8.12

8.23 31.98***

a a c b

The thickness of eyebrow arch
11.79 12.69 7.46 12.95

11.55 63.20***

b a c a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medial canthus 

16.21 18.68 14.49 14.39
15.79 29.92***

b a c c

The lower point of lateral border of eyebrow - 
lateral canthus 

16.90 16.74 14.62 12.02
14.67 46.56***

a a b c

Arch height
5.28 3.96 2.07 4.14

3.92 37.41***

a b c b

Eyebrow tail height
5.48 3.30 0.68 3.02

3.13 89.35***

a b c b

Measurements of type 1, type 2, type 3, and type 4 were compared with one-way ANOVA.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p<0.01, 
***p<0.001. a, b, c: Duncan’s post-analysis result betwee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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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높게 나타나 눈썹 방향의 형태적 특징은 상승형 눈썹으로 볼 수 

있다.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의 거리,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도 전체 평균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유

형의 형태적 특징은 상승형 눈썹으로 판단하였다. 

2유형의 형태는 눈썹 너비가 약 51 mm, 눈썹산 너비가 왼쪽이 

35.53 mm, 오른쪽이 36.66 mm로 너비의 크기가 유형 중 가장 작

다. 눈썹 두께는 약 9 mm이고, 눈썹산 두께는 왼쪽이 12.93 mm, 오

른쪽이 12.69 mm 로 눈썹의 두께가 평균보다 두꺼웠다. 눈썹산 높

이는 약 4 mm이고, 눈썹꼬리 높이는 3.3 mm 로 300명의 평균 측정

치와 거의 같았다. 눈썹의 위치는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의 거리,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가장 먼 형태이다. 따라서 2유형의 눈썹 형태

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표준형보다 너비가 좁으며 두께가 두꺼우

나 눈썹 방향이 표준형과 유사한 형태였다.

3유형은 왼쪽 눈썹 너비 평균이 54.56 mm, 오른쪽이 55.02 mm, 

눈썹산 너비가 왼쪽이 40.23 mm, 오른쪽이 41.2 mm 로 눈썹 너비

의 크기는 남성 평균인 표준형과 유사하였다. 눈썹 두께가 표준형과 

비교해 약 2 mm 정도 얇으며, 눈썹산 두께 또한 약 7.5 mm로 분류

된 4개의 유형 중 눈썹의 두께가 가장 얇은 형태이다. 눈썹산 높이와 

눈썹꼬리 높이는 표준형보다 낮아 눈썹 방향이 수평에 가까운 형태이

다.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분의 거리, 눈꼬리에서부터 눈썹의 끝부분 

사이의 사선 거리가 표준형과 유사하였다. 3유형의 눈썹 형태를 전체

적으로 분석했을 때 눈썹의 두께가 가장 얇고 눈썹산과 눈 꼬리점의 

높이가 가장 낮아 수평에 가까운 Straight형 눈썹이다. 

4유형은 눈썹 너비가 약 54 mm, 눈썹산 너비가 38 mm 로 너비의 

크기가 표준형과 거의 같다. 눈썹 두께는 약 8 mm 이고, 눈썹산 두

께가 약 12.9 mm로 눈썹산 두께가 평균보다 1 mm 정도 두꺼웠다. 

눈썹산 높이는 약 4 mm이고, 눈썹꼬리 높이는 약 3 mm로 300명의 

평균 측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눈썹의 위치는 눈 시작점과 눈썹 앞부

분의 거리가 표준형과 유사하지만,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부분 사

이의 사선 거리가 표준형보다 2-3 mm 정도 짧다. 4유형의 눈썹 형

태를 분석했을 때 2유형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눈썹 형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눈썹 방향

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눈썹 두께 또한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

다. 다만, 눈썹의 너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형태적인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Conclusion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30대 성인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눈

썹 형태의 실측 크기를 측정하여 평균 크기를 제시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눈썹 유형을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눈썹 너비는 약 55 mm 이고, 눈썹 

두께는 약 8.3 mm, 눈썹산 높이는 4 mm 정도였다. 이러한 형태는 

선행연구의 여성 눈썹 측정치(Kim, 2008)와 비교했을 때 눈썹 너비

는 10 mm 정도 넓고, 눈썹 두께는 1.5 mm 정도 두꺼웠으며, 눈썹

산 높이는 4 mm 정도 낮아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 특징적으로는 여

성보다 눈썹 너비가 넓고, 두께가 두꺼우며 눈썹산이 낮은 형태이다. 

특히 눈썹 앞부분의 두께보다 눈썹산 부분의 두께가 3 mm 정도 두

꺼우며, 눈썹 앞부분의 두께가 좌우 대칭을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

쪽의 크기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눈썹의 형태를 교정하는 반영구 

메이크업디자인에서 눈썹 앞부분의 두께를 좌우 대칭에 맞추며 눈썹

산 두께와의 비율을 조정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눈썹

의 유형 분류를 통해 개인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형태

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형, 일자형, 상승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재까

지 남성 눈썹 메이크업을 디자인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량

적 데이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 눈썹의 정

량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남성 눈썹 메이크업의 기본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향후 남성 눈썹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눈

썹의 형태뿐 아니라 눈썹 이미지에 중요요인인 눈썹색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남성 눈썹 메이크업 색상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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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영구 메이크업 디자인을 위한 성인 남성의 눈썹 형태 분석

박선욱1, 안은주2, 김정희2,3* 
1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광주, 한국 
2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 
3원광대학교 W-안티에이징 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

목적: 최근 남성들의 이미지 관리 행동이 변화하면서 반영구 눈썹 메이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 눈썹 메이크업에서 눈썹

의 디자인 직무 능력은 전문가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3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눈썹의 형태를 직접 계측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성 눈썹의 표준 형태와 대표 유형을 제시하였다. 결과: 우

리나라 남성 눈썹의 평균 측정치는 눈썹 너비 약 55 mm, 눈썹 두께 약 8.3 mm, 눈썹산 높이 4 mm 정도의 크기로 분석되었다. 남

성 눈썹 형태의 대표 유형을 3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유형별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표준형, 일자형, 상승형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눈썹 형태를 분석하여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눈썹 형태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제시된 대표 유형을 디자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눈썹형태, 유형, 측정, 메이크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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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通过男性眉形分析设计半永久化妆 
 
朴羨昱1，安殷珠2， 金柾希2,3* 
1光州女子大学美容科学科，光州，韩国 
2圆光大学美容设计学科，全罗北道益山市，韩国 
3圆光大学W-抗衰老研究所，全罗北道益山市，韩国

目的: 随着当代男性对外表和个人修饰态度的转变，对半永久眉妆的需求正在增加。设计美观、自然的眉毛的能
力已成为专门从事半永久眉毛化妆的化妆师应始终展示的一项竞争技能。方法: 在这里，我们测量了300名20岁
-30岁韩国男性的眉毛形状。这些测量用于确定代表男性眉毛的典型眉毛形式。结果: 眉毛的平均宽度、厚度和
拱峰分别为55，8.3和4 mm。眉毛的方向、粗细和宽度以及眉毛与眼睛的距离是决定眉毛形状的最重要因素。
根据眉形特征，男性眉分为标准眉、直眉和上眉三类。结论: 根据这些形态特征，可以用标准型对个体眉形进行
评估和调整。此外，这些测量可用于改进半永久眉毛化妆的美学设计。

关键词: 半永久化妆，眉形，类型，测量，化妆设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