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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Make up)은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전체 '룩(Look)'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들은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의상을 선택하고 머리손질을 하며 화장을 

한다. 제니퍼 크레이크(2001)는 '화장은 인격과 지위라는 속성뿐 아니라 성적 속성을 구성한 

다'고 밝히면서 메이크업을 여성성 표현을 위한 바디테크닉의 하나로 간주했다. 즉,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통해 여성들만이 가지는 특유의 미를 발산함으로써 자기만족과 이성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한다. 20세기 초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메이크업 산업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화장품들 

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메이크업 테크닉이 등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메이크업 유행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세기 시대별 메이크업의 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세기의 처음 

은 20년을 한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10년을 한 단위로 하여 각 시대별로 메이크업 특징을 조 

사하였다. 헐리우드와 유럽 여배우의 영화 속 사진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특징을 분석하였으 

며, 각 시대별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는 객관적 기준의 틀로서는 '미적 범주'를 적용하였다. 

타타르키비츠(1999)가 분류한 미적 범주를 바탕으로 메이크업 미를 분석하는데 타당한 4쌍의 

미적 범주를 제시하였는데, 각 쌍을 구성하는 미적 범주들은 의미상 대립하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유용성의 미'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객관적인 미라는 점에서 상징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관적인 미인 '사회적 적합성의 미'와 의미상 대립한다. 부가된 미인 '장식미'는 그 

대로의 미인 '구조미'와 대립하고, 부드럽고 여성적인 '우미'는 위엄 있고 남성적인 '숭고미'와 

대립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미와 동일시되는 '고전적인 미'는 추의 개념을 포함하는 '낭만 

적인 미'와 대립한다.

제시된 분석 틀로 20세기 시대별 메이크업의 미를 분석해 본 결과 20세기가 처음 시작하는 

1900〜1920년대의 메이크업 미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 낭만적인 미 • 장식미 • 숭고미'로 나 

타났고, 1930년대에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 고전적인 미 • 장식미 • 우미'로 나타났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유용성의 미 • 고전적인 미 • 구조미 • 숭고미'로 나타났으며, 1950〜1960년대 

에는 '사회적 적합성의 미 • 낭만적인 미 • 장식미 • 우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세기가 

끝나는 1970〜1990년대에는 '유용성의 미 • 고전적인 미 • 구조미 • 우미'가 메이크업의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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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오인영, 김인숙（2003）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전반의 여성들은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고,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결혼을 위해서는 남 

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금력과 권력 

을 추구하거나 관능적 쾌락을 찬미하는 영화 속 요부의 타입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반면, 20 

세기 후반에는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메이크업에서의 장식이 많이 제거되었고,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경보로 인해 피부보호에 관 

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연적인 멋을 추구하는 에콜로지풍이 

유행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게 되었다. 즉, 20세기의 메이크업은 '충 

격적이고 장식적이며 유혹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고전적이고 자연적이며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해 왔다. 1970년대부터는 기본적인 메이크업（내추럴 메이크업） 이외의 메이크업（펑크스 

타일, 디스코풍, 신복고풍）이 다소 유행한 사실로부터 패션이 다양화됨에 따라 메이크업도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1세기에는 내추럴한 기본 메이크업의 유행 

을 바탕으로 여러 미적 범주를 믹스한 다양한 메이크업이 공존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4쌍의 미적 범주들, 즉 8가지의 미적 범주들은 20세기 메이크업의 미를 분석하는데 모두 

적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우미'의 출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미가 부드럽고 여성적인 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메이크업이 여성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서로 대립되는 미적 범주들이 20세기 동안 생과 사를 

반복하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메이크업은 의상 패션과 마찬가지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메이크업 미를 '미적 범주'에 적용시켜 분석함으로써 

연구에 객관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메이크업 산업이 고급산업이 되기 위해 

서는 메이크업의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지니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화장은 여성들의 '미'를 창출시키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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