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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beauty change and are shared with others in the media of emotional words. In the modern age,

a mix of traditional and modern make-up cultures has changed the standards of beauty. Therefore, an analysis

using emotional words (an image that consumers have for certain subjects) and an image scale that intuitively

shows them can be an important means for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beauty of the time”. This paper

considered changes in typical aesthetic characteristics that women pursued through make-up by analyzing

emotional words in white make-up powder advertisement texts from the 1920s through the 1930s. Imported modern

technologies changed cosmetic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advertising methods to create a momentum that

changed women's make-up culture from light to heavy make-up or from white to color make-up. Such changes

have led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beauty and were expressed through sensitive vocabularies such as pure,

new, fresh, lofty, lively, healthy, and cheery. Such changes reflect social aspects such as women's aspirations for

high status, pursuit of security, or women's roles under the wartime regime to show a change from beauty with an

attribute of [+cool] to that of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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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는 심리

적 작용 또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심리적 작

용이나 현상을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는데, 음성기호로

서의 언어나 시각기호로서의 일러스트 또는 사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일러스트나 사진은 추상적이며 주

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텍스트로 치환될

수 있는 언어의 경우는 보다 명시적이며 객관적으로 해

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aek et al., 2018). 특히

‘아름다움’과 같은 포괄적인 이미지나 ‘고상함’과 같은

추상적인 미적 특징은 언어, 즉 텍스트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타인과 공유 가능한 감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 광고에는 광고수용자가 화장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미적 특징이나 혹은 제품을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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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얻을 수 있는 미적 효과에 대한 광고발신자의 주

장(Behauptung)이 등장하기 때문에(Flader, as cited in Oh,

2003), 특정 시기의 화장품 광고텍스트를 분석하는 것

은 당시의 화장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근대시기의 미의식이나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학, 미술사학, 역사학,

사회문화학, 광고학, 문학(Eom, 2007; Jang, 2007; Kim,

2010; Kim, 2015; Kim, 2005; Shin, 2002)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문

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황적 서술에 대한 해석(Eom,

2007)이나 광고에 나타난 일러스트 등에 대한 분석(Lee

& Oh, 2008)이 주류를 이룬다. 즉 근대시기의 화장문화

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텍스트를 중심으로 화장문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당시의 미적 특징

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른바 ‘근대적 화장’ 또는 ‘신식 화장’이라는 용

어에 의해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던 근대시기의

미의식은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감성어휘 분석을 통하

여 각 시기를 대표하는 미적 특징으로 세분화ㆍ구체화

되며, 이로써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이행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형적인 미(美)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신문매체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화장

품 광고가 시작된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연구범위로

하여 그 시대의 여성들이 화장행동을 통하여 추구하였

던 미적 특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백분광고를 중심으

로 텍스트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20년 4월

1일 창간하여 1940년 8월 11일까지 간행되었던 당시 국

내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동아일보』의 화장품 광고에

서 수집하였는데, 시대적 특성상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

온 ‘일본화장품’ 광고가 주를 이루었으며(Shin, 2002) ‘박

가분’, ‘설화분’, ‘삼호화장품’과 같은 ‘국산화장품’의 광

고량은 많지 않다. 일본화장품 광고의 경우는 당시 일

본의 양대 화장품 회사였던 ‘구라부(クラブ)’, ‘레토(レ

一ト)’, 그리고 1920년대에 다수의 광고를 실은 ‘미소노

[御園]’, 1930년대부터 광고를 싣기 시작한 ‘우테나(ウテ

ナ)’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화장품 광고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는데, 인간

이 외부정보를 수집하여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데 있어

서 시각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는 점(You et al., 2009)에

서 시각적 화장(Baek & Chae, 2017)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백분광고에 사용된 감성어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

다. 다음의 <Table 1>은 업체별 백분광고 게재건수이다.

수집된 자료는 총 769건이며 구라부 백분이 248건으

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간 중 설화분 광고 15건만이 실

린 1921년 및 광고량이 다른 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1937~1940년의 경우는 해당 시기의 일반적인 미

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고자

료로만 활용하고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광고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심리

학 또는 감성공학적 연구방법인 ‘감성어휘’와 ‘이미지

스케일’ 개념을 도입하여 시기별 전형적인 미적 특징

을 도출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한 총 235개의 감성어

휘 중 ‘중요한’, ‘유행의’ 등과 같이 미적 특징 또는 화

장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표

정미’, ‘피부미’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Table 1. Number and period of Baekbun advertisements by cosmetics company of having been published in

『Dong-A Ilbo』 from the 1920s to the 1930s                                                                (Unit: number of  ad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Parkgabun - 8 8 - - 4 11 10 7 4 6 - - - - - - - - - 58

Seolhwabun 15 7 - - - - - - - - - - - - - - - - - - 22

Samho - - - - - - - - - - - 13 - - 4 9 1 1 - - 28

Club - 7 41 43 38 20 14 17 12 7 3 6 13 10 3 4 - 6 2 2 248

Reto - - 13 - 15 1 12 24 20 - - 7 24 31 17 - - - - - 164

Misono - - - - 6 33 29 47 30 - - - 4 - 1 - - - - - 150

Utena - - - - - - - - - 3 21 13 13 15 17 11 2 3 1 - 99

Total 15 22 62 43 59 58 66 98 69 14 30 39 54 56 42 24 3 10 3 2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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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보드라운’, ‘따뜻

한’, ‘향기로운’, ‘단’ 등과 같이 촉각, 후각, 미각 등의 감

각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자극에 의해 환기되는 감성어휘

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

로 선정된 감성어휘는 총 108어이며 이를 각 연도별로

광고 1회당 사용빈도(사용횟수/광고건수, u/ad)를 집계

하였다. 예를 들어 1928년의 총 광고횟수가 98회, 그 중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77회 사용되었다면 1928년의

광고 1건당 ‘아름다운’의 사용빈도는 0.79회(u/ad=0.79)

이다. 이와 같이 각 감성어휘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분

석한 이유는, 매년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양이 일정하

지 않아 광고횟수만으로는 정확한 변화추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Table 2>는 이렇게 추출한 감

성어휘 목록이다. 

참고로, ‘젊은:젊디젊은’, ‘낭연한:랑연한’과 같이 형

태가 유사하며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대표 형태로 추출하였으며, ‘스피드’의

경우도 외래어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나 사

용빈도가 많지 않으므로 대표 형태 ‘속(速)’에 포함시

켰다. 또한 ‘건강한:건강미’와 같이 형용사와 명사로

모두 사용된 경우는 형용사를 대표 형태로 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검토

‘감성어휘’란 연구자에 따라서 ‘형용사평가어휘’(Nam,

1998), ‘감성형용사’(Jung, 2008), ‘이미지어휘’(Lee, 2009),

‘감정형용사’(You & Kwak, 2010) 등의 용어로도 사용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형용사의 정

의보다 넓은 의미로, 예를 들어 ‘청춘’과 같은 명사류

나 ‘신속히’와 같은 부사류도 감성이나 미적 특징 또는

화장문화와 관련된 평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감성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감성어휘는 Park(1999) 등에서 말하는 감성공학

적 관점에서의 ‘감성어휘’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형용

사가 아닌 품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후술할 Ko-

bayashi(2001)의 ‘이미지어’에 가깝다.

감성어휘는 색채, 공간, 제품, 디자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이미지 수용자가 갖는 감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하는데, 이 어휘들은 감성척도에 따라 2차원 평면공

간, 즉 이미지스케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적 유사

성에 의해 대표 감성어휘로 유형화된다. 이미지스케일

은 어떤 대상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조사하거나

선호도를 측정하는 유효한 분석도구로 사용되는데, 도

시경관(Park, 2006), 서체(Lee, 2009), 브랜드이미지(Lee,

2011), 공간디자인(Pak, 2012) 등과 같이 독자적인 이

미지스케일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

는 연구대상과 상관없이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미지스케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Kobayashi(2001)

의 ‘언어 이미지스케일’(이하, Kobayashi-IS)<Fig. 1>과

I.R.I 색채연구소에서 개발한 ‘형용사 이미지스케일’(이

하, IRI-IS)이다(Lee, 2009; Park, 1999).

본 논문에서는 각 시기별 대표적인 미적 특징을 추

출하기 위하여 Kobayashi-IS을 참고하였다. 그 이유로

는 Kobayashi-IS을 구성하고 있는 감성어휘의 수가 180어

로, 118어인 IRI-IS보다 많아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활

Table 2. Vocabulary for sensitivity as subject of analysis (108 words)

가벼운 (light), 간단한 (brief), 간이의 (simple and handy), 간편한 (simple), 건강한 (healthy), 건생의 (xerophilic), 건실한 (steady), 건

전한 (sound), 경제의 (economic), 경쾌한 (cheerful), 경편한 (portable), 고급 (high-end), 고상한 (lofty), 고속의 (high-speed), 고아한

(elegant), 고운 (fine), 귀여운 (cute), 귀한 (valuable), 그윽한 (mellow), 급한 (urgent), 기품 있는 (noble), 깨끗한 (sanitary), 꽃같이

(flowerlike), 꽃다운 (blooming), 낭연한 (melodious), 눈부신 (dazzling), 단정한 (tidy), 덕용(徳用)의 (economical), 도도한 (haughty),

말쑥한 (neat), 맑은 (clean), 매혹 (fascinating), 명랑한 (cheery), 명명한 (brilliantly shiny), 명미한 (picturesque), 미려한 (graceful), 미

염한 (beautiful and sensuous), 미혹적인 (seductive), 발랄한 (vigorous), 밝은 (bright), 빠른 (fast), 산뜻한 (fresh), 삽상한 (crisp), 상연

한 (pleasant and cool), 상쾌한 (refreshing), 상품의(上品) (high-quality), 생기 있는 (lively), 생생한 (vivid), 선려한 (resplendent), 선명

한 (clear), 소녀의 (girlish), 소량의 (little), 속(速) (speedy), 손쉬운 (easy), 순수한 (innocent), 순진한 (pure), 숫스러운 (naive), 시원한

(cool), 신선한 (brant-new), 신속한 (swift), 쌍그런 (chilly), 쓰기 좋은 (nifty), 씩씩한 (brave), 아담한 (small-sized), 아름다운

(beautiful), 얌전한 (meek), 양명한(陽明) (sunny), 어여쁜 (charming), 여랑(麗朗)한 (happy and bright), 염(艶)한 (voluptuous), 염농

(艶濃)한 (mature), 염려(艶麗)한 (beautiful and gorgeous), 용이한 (useful), 우미한 (delicate), 우아한 (exquisite), 유아한(幽雅)

(dignified), 유쾌한 (delightful), 의젓한 (decent), 일분간의 (one-minute), 자연스러운 (natural), 젊은 (young), 점잖은 (gentle), 정련된

(refined), 정숙한 (virtuous), 정신(精神)의 (soulful), 정용(整容)의 (upright), 정한(靜閑)의 (silent), 찬연한 (brilliant), 처녀의 (virginal),

청랑한 (serence), 청량한 (refreshed), 청상한 (refreshful), 청순한 (pure-hearted), 청신한 (new and fresh), 청아한 (clear and ringing),

청초한 (nice-looking), 청춘의 (youthful), 청쾌한 (agreeable), 쾌미한 (refreshingly tasty), 쾌적한 (comfortable), 튼튼한 (strong), 편리

한 (convenient), 편한 (comfortably), 품위 있는 (gracious), 현란한 (flashy), 호화로운 (luxurious), 화려한 (fancy), 환한 (gl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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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본 논문에서 추

출한 감성어휘를 이미지스케일에 각각 매칭해본 결과

IRI-IS에 비하여 유의어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 1차적으로 매칭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 LED 광색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Kobayashi-IS과 IRI-

IS을 각각 적용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Baek et al.(2011)도

참고가 되었다. 단, Baek et al.(2011)에서는 결론을 도출

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후 두 이미지스케일을 비교하였는데,

이와 같이 중간언어방식을 통한 번역의 적합성 여부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한일 양언어의 감성어휘를 대응시킴에 있어서 Ko-

bayashi-IS의 감성어휘를 대역사전『엣센스 일한사전』

(Minjungseorim Publishing Company, 2018) 의 기술에 따

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학을 전공한 전문번역가

에게 자문을 구하여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Fig.

2). 또 일본어 감성어휘와 한국어 감성어휘 사이에 일

대일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낱말창고’

(https://www.wordnet.co.kr/)의 관계연결망 분석을 활용

하여 1차 유의어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Kobayashi-IS의

감성어휘와 비교하여 대응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Kim(2011)에서는 서울컬러디자인연구소의

이미지스케일을 이용하여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의 우리나라 여성의 화장이미지를 분석하고, 화장과 패

션의 미의식을 관련지어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잡지에서 추출한 감성어휘들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며

따라서 ‘시크한’, ‘화려한’이라는 감성어휘가 각각 ‘Chic’,

‘Gorgeous’의 하위분류가 아닌 ‘Modern’, ‘Romantic’의

하위에 분류되어 있다는 점, 서울컬러디자인연구소의

이미지스케일 개발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

며 이른바 ‘패션의 8대 미의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

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III. 고상함과 순진함의 시기, 1920년대

1. 포괄적 감성어휘

화장품 광고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적 특징을 보

여주는 다양한 감성어휘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는 화장

품 광고의 특성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표현

(이하, 포괄적 감성어휘)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조

사기간 전체에 걸쳐서 각 시기별로 고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편의

상 포괄적 감성어휘의 사용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한

후 각 시기별 미적 특징에 대하여 논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포괄적 감성어휘로는 예를 들어 “박가분을항상발느

시면죽은 와여드름이업서지오 얼골에잡틔가업서저서

매우고아짐니다”<Fig. 3>, “生氣잇는아름다운 그것이

Fig. 1. Language image scale (I). 

From Kobayashi (2001). p. 17.

Fig. 2. Language image scale (II). 

Transaction Kobayashi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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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園의化粧”<Fig. 4>, “오르기잘하는ウテナ의粉의어엽

분姿態그윽한香氣까지마음에녹네”<Fig. 5>에 사용된 ‘고

운’, ‘아름다운’, ‘어여쁜’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용횟수

를 집계한 것이 <Table 3>이다. 

포괄적 감성어휘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전체 기간

중 291회 사용된 ‘아름다운’으로, 거의 대부분인 290회

가 일본백분광고에서 사용되었는데, 이에 비하여 국산

백분의 경우에는 ‘고운’이 총 3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국산백분광고와 일본백분광고 사이에 포괄적 감

성어휘의 선택 면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국산백분이 전통적인 화장문화를,

일본백분이 근대적인 화장문화를 대표한다고 가정하였

을 때, 이는 곧 전통적 화장문화에서 추구하는 아름다

움과 근대적 화장문화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본질

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

의어의 의미차이에 대한 규명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므

로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Google에서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피부’를 검색해 보면 각각

559,000건과 258,000건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운 얼굴’

과 ‘고운 피부’의 경우는 각각 189,000건과 243,000건

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2019년 2월 10일 검색) ‘아

름다운’의 경우는 ‘얼굴’ 즉 시각적인 대상과, ‘고운’의

경우는 ‘피부’ 즉 촉각적인 대상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화장문화(일본백분)에

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에 비하여 전통적 화장문화(국산백분)에서는 상

대적으로 촉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Baek et al.(2018)

에서의 논의와도 합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다음의 <Table 4>는 국산백분과 일본백분에서의 포

괄적 감성어휘의 사용횟수를 집계한 결과이다. 

Fig. 3. Parkgabun. 

From 婦人化粧界의覇王 朴家粉(부인화장계의패왕 박가분) 

[Parkgabun's powder, the champion brand among the ladies' 

cosmetics] (1922).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4. Misono Baekbun (I). 

From 御園白粉(미소노백분) [Misono Baekbun] (1925).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5. Utena Bunbaekbun. 

From ウテナ(우테나)粉白粉 [Utena Bunbaekbun] (1933). p. 1.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3. Number of use of comprehensive sensitive vocabulary (Unit: number of use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고운
(fine)

- 16 14 - - 17 26 64 28 3 19 16 22 21 10 7 - 1 2 - 266

아름다운
(beautiful)

- 2 - 2 26 23 38 77 40 4 4 14 8 12 25 10 1 4 1 - 291

어여쁜
(charming)

- - - - 1 - 2 9 9 1 8 2 1 - - - - - 1 - 34

미려한
(graceful)

- - 5 16 13 5 7 5 - - 2 1 1 1 - - - 2 -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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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화장과 농화장

설화분 광고 15건만이 실린 1921년을 제외하고 1922년

부터 1930년까지의 기간 중 백분광고 텍스트에 가장 많

이 사용된 감성어휘는 ‘고상(高尙)한’과 ‘순진(純眞)한’

이다. 이 두 표현은 예를 들어 “살에닷는것도조흐며, 잘

올라서化粧하엿다고볼수업슬만치, 自然스럽고高尙한흰

빗을나타냄니다”<Fig. 6>, “時代의進步에伴하야純眞

한化粧에는모다”<Fig. 7>에서와 같이 포괄적 표현과

비교하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 여성들이 화장을 통하여 추구하였던

미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5>는 1922~1930년까지 백분광고에 사

용된 감성어휘 중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5순위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포괄적 감성어휘는 집계에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두 개 이상의 감성어휘가 동일한

사용빈도를 보이는 경우 사용빈도를 1회만 표시하였다.

1922~1924년까지의 3년간 사용빈도가 높은 감성어휘

는 ‘순진한’과 ‘청신한’이다. 이 중 ‘청신한’은, 예를 들

어 “구라부白粉의淸新한化粧美는現代文化의精華이올

시다”<Fig. 8>에서와 같은 광고문안에 사용되었는데,

‘순진한’ 화장과 함께 당시의 여성들이 추구하였던 아름

다움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이 두 감성어휘의 1차적 의

미를 각각『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순진한’은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순진하다 [Sun-jinhada]”,

1999), ‘청신한’은 “맑고 산뜻하다”(“청신하다 [Cheong-

sinhada]”, 1999)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이

시기의 화장은 담백하고 드러나지 않는 옅은 화장이었

으며 따라서 화장에 의한 시각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백분화장은 고형의

백분조각을 손바닥이나 분접 시 위에 떼어내어 물로 개

어 바른 후 분첩으로 두드리거나 문질러 얼굴 전체에

Fig. 7. CLUB Baekbun (I). 

From 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bun] (1923). p. 4.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4. Comprehensive aesthetic expression

(Unit: number of uses)

고운
(fine)

아름다운
(beautiful)

어여쁜
(charming)

미려한
(lovely)

Total

Domestic 
Baekbun

36 1 0 0 37

Japanese 

Baekbun
230 290 34 58 612

Total 266 291 34 58 649

Fig. 6. Shin Misono Subaekbun.

From 新御園水白粉(신미소노수백분) [Shin Misono 

Subaekbun] (1926). p. 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8. CLUB Baekbun (II). 

From 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bun] (1922). p. 4.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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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지게 하거나, 분을 물에 풀어 그 물로 분세수를 하였

는데(Shin, 1984), 이런 화장법으로는 짙은 농(濃)화장은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담(淡)화장이 성행

하였다. 물론 상류층 여성이나 기녀들의 경우는 일반 여

성대중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화장을 선호

하였는데(Ryu, 2005),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반

복적인 작업이 필수적이었다(Jeon, 1987). 1922~1924년

까지의 ‘순진한’ 또는 ‘청신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1920년대 중후반을 관통하는 감성어휘인 ‘고상한’과 ‘생

기 있는’이 등장하면서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드는데, “高

尙하고도自然스러운구라부白粉의淸新한化粧美”(“クラ

ブ白粉(구라부백분) [CLUB Baekbun]”, 1925a)와 같은

예에서는 시기별 대표적인 미적 특징이 공존하면서 변

화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고상한’과 ‘생기’를 각각『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보면 ‘고상하다’는 “품위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

하다”(“고상하다 [Gosanghada]”, 1999), ‘생기’는 “싱싱

하고 힘찬 기운”(“생기 [Saenggi]”, 1999)이므로 ‘생기

있다’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일

견 이 두 감성어휘는 각각 서로 상반된 미적 특징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生氣가잇는高尙한化

粧美를주는것은”(“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

bun]”, 1925)에서와 같이 하나의 문장 내에서 사용되기

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화장문화를 짐작하게 해주

Table 5. Top five most frequently used sensitive words (1922-1930) (Unit: u/ad)

1 2 3 4 5

1922
꽃같이 (flowerlike)

(0.32)

순진한 (pure), 

청신한 (new and fresh)

(0.09)

-

고아한 (elegant),

얌전한 (meek)

(0.05)

-

1923
순진한 (pure)

(0.48)

청신한 (new and fresh), 

젊은 (young)

(0.21)

-
밝은 (bright)

(0.19)

정련된 (refined)

(0.13)

1924
순진한 (pure)

(0.47)

고상한 (lofty)

(0.33)

청신한 (new and fresh), 

고아한 (elegant)

(0.21)

-
자연스러 (natural)

(016)

1922-

1924

순진한 (pure)

(0.53)

청신한 (new and fresh)

(0.24)

젊은 (young)

(0.16)

고상한 (lofty)

(0.14)

밝은 (bright)

(0.12)

1925
고상한 (lofty)

(0.68)

정용의 (upright)

(0.22)

생기 있는 (lively)

(0.20)

순진한 (pure)

(0.19)

청신한 (new and fresh)

(0.08)

1926
고상한 (lofty)

(0.34)

생기 있는 (lively)

(0.17)

우아한 (exquisite), 

순진한 (pure),

정용의 (upright), 

맑은 (clean),

자연스러운 (natural)

(0.07)

- -

1927
고상한 (lofty)

(0.20)

생기 있는 (lively)

(0.14)

젊은 (young),

맑은 (clean)

(0.06)

-

밝은 (bright), 

시원한 (cool),

생생한 (vivid)

(0.05)

1928

생기 있는 (lively), 

생생한 (vivid)

(0.11)

-
고상한 (lofty)

(0.09)

청상한 (freshful)

(0.03)

화려한 (fancy), 

맑은 (clean)

(0.02)

1929
고상한 (lofty)

(0.16)

생생한 (vivid)

(0.14)

생기 있는 (lively)

(0.12)

자연스러운 (natural)

(0.07)

건강한 (healthy)

(0.06)

1930
고상한 (lofty)

(0.43)

건강한 (healthy)

(0.29)

생기 있는 (vivid)

(0.14)

자연스러운 (natural),

 정신의 (soulful)

(0.07)

-

1925-

1930

고상한 (lofty)

(0.27)

생기 있는 (lively)

(0.14)

생생한 (vivid)

(0.07)

정용의 (upright)

(0.05)

순진한 (pure)

(0.04)

1922-

1930

고상한 (lofty)

(0.22)

순진한 (pure)

(0.13)

생기 있는 (lively)

(0.10)

청신한 (new and fresh)

(0.07)

젊은 (young)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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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서이기도 하다. ‘고상한’ 아름다움이란 화장의 역

사 속에서 신분상징의 기능을 갖고 있던 백(白)화장(Lee,

2015)이 미의식으로 발전된 형태라는 점에서, 조선의 신

분사회가 근대로 발전하면서 일반 여성대중들의 고귀

한 신분에 대한 동경이 화장을 통하여 발현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함연백분(含鉛白粉)을 자주 사용

하게 되면 납중독으로 얼굴이 파리하고 창백해 보였는

데(Jeon, 1987), 이러한 납중독의 위험성이 없는 백분이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생기

있는’ 화장이었던 것이다. 즉 1920년대 후반의 ‘고상한’

과 ‘생기 있는’은 고귀한 신분에 대한 동경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미적 특징인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미적 특징의 변

화가 당시 백분의 제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점이다. 1920년대 초반 백분의 형태는 분쇠와 활석

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덩어리 상태의 재래식 분백분(粉

白粉)으로, 이것을 넓은 골패짝처럼 고형화하여 한두

장씩 종이에 싸서 낱개로 팔았던 것이 장분(張粉)이다

(Ma, 2004). 장분은 ‘張’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얇고 넓적한 조각의 형태로 두께가 약 3mm 정도였

는데 이것을 약 8mm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 작은 상자

에 넣어 판매한 것이 박가분, 또는 박가장분이다(Kim,

1997). 당시의 백분화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분이나 재래식 분백분을 떼어내어 물에 개어 바르거

나 또는 분세수를 하였는데 얼룩이 지거나 쉽게 지워지

는 단점이 있었다. 이 담화장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진한 화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갠 분

을 펴서 발랐다가 한참 동안 말리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Jeon, 1987).이러한 단점을 보

완한 것이 연백분(練白粉)이다. 연백분은 분백분에 글

리세린이나 지방 등을 넣어 반죽하여 진흙 상태로 만

든 것으로, 물이나 기름에 개어 사용했던 기존의 화장보

다 더 진한 백색을 연출할 수 있었으며 물에 반죽을 하

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Ma, 2004).

“썩잘올음으로 고운濃化粧이自由自在함니다 普通의白

粉보다도數倍나濃한 利便한것”<Fig. 9>과 같은 연백분

광고문안에서는 이러한 제형과 화장법의 변화를 잘 보

여준다.

당시의 백분광고에는 백분의 종류 또는 상품목록을

함께 싣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연백분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수집한 자료의 범위 내에

서 보면 상품목록에 최초로 연백분이 소개된 것이 1925년

이므로<Fig. 10> ‘고상한’ 화장의 유행과 시기적으로 맞

닿아 있다. 이것은 연백분이 대중화되면서 화장법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써 담화장에서 농화장으로의 변

화도 용이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高尙한흰빗”<Fig. 6>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미적 특

징은 백분의 제형에서 비롯된 농화장의 대중화에 의해

나타난 변화인 것이다. <Table 6>은 제형별 백분종류의

출현빈도를 집계한 것이다.

Fig. 10. CLUB Baekbun (III).

From クラブ白粉(구라부백분) [CLUB Baekbun] (1925b).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9. Shin Misno Goryeon Baekbun. 

From 新御園固煉白粉(신미소노고련백분) [Shin Misono 

Goryeon Baekbun] (1926). p. 3.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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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체 기간에 걸쳐 제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백분광고의 경우는 모두가 재래식 또는 근대식 분백분

광고이기 때문에 실제 분백분광고는 <Table 6>에 집계

된 횟수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백분이란

형태 및 사용방법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체 상태의 백

분덩어리에서 조각 일부를 떼어내어 물에 개어 사용하

는 것이 재래식 분백분이며, 분말 상태의 백분을 분첩

이나 솔에 묻혀 얼굴에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대식 분백분이다. 근대식 분백분은 쇄

(刷)백분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른바 현재의 페이

스파우더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의 파운데이

션과 유사한 연백분, 유액과 백분을 혼합한 것으로 분

세수와 유사한 개념의 수백분이 있다.

3. 편의성과 경제성에 대한 수요

비록 미적 특징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상하고 생기 있

는 화장이 강조되던 1920년대의 백분광고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화장의 편의성과 경제성에 대한 언급이

다. 이와 관련된 광고는 1924년 “新容器付(懷中用), 구

라부白粉錠 旅行時나又는人海中에서化粧하기에極히

便利하고 한體裁도참優美함니다”<Fig. 11>라는 광

고문안에 처음 등장하는데, “少量으로 充分히퍼저서마

음대로化粧하실수잇는故로매우利益이올시다”<Fig. 12>,

“누구에게나곱게올으고손쉽게嬋奸한化粧이되도록精製

하엿슴으로”<Fig. 13> 등에서와 같이 화장을 통한 미적

효과에 호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의 편의성이나 경

제성을 강조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백분광고는 1928년

에 총 98건으로 정점에 달하는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화장에 긴 시간

을 할애할 수 있는 상류층 여성이나 기녀들 이외의 일

반 여성들도 쉽게 농화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래식 백분은 화장을 하는 데

에 시간이 걸리며 복잡했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왕성했

던 ‘신여성’이나 ‘직업부인’들로부터 휴대가 간편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물에 개어 쓰지 않

아도 되는 연백분이나 백분정(白粉錠), 콤팩트 등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런 대중적 요구에 따라

당시 콤팩트도 상품화되었는데 작은 거울이 붙어있는

납작한 금속용기에 소량의 백분이 들어있었으며, “容器

에거울이업슬 으로그대로携帶用으로도쓸수잇도록만

Table 6. Appearance frequency of white make-up powder advertisements by cosmetic formulation

(Uunit: u/ad)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Yeonbaekbun

(연백분) 
- - - - 0.19 0.09 0.26 0.43 0.33 0.29 0.63 0.33 0.06 0.05 0.21 0.08 - - - -

Subaekbun

(수백분)
- - - - 0.19 0.22 0.15 0.09 0.10 0.29 0.57 0.67 0.26 0.52 0.33 0.96 1.00 0.90 1.00 -

Bunbaekbun

(분백분)
- - - - 0.29 0.17 0.14 0.09 0.12 0.29 0.33 0.13 0.30 0.55 0.52 0.71 1.67 0.60 0.67 1.00

Fig. 11. CLUB Baekbun (IV). 

From 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bun] (1924).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2. Reto Baekbun (I).

From レート白粉(레-토백분)

 [Reto Baekbun] (1925).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3. Misono Baekbun (II). 

From 御園白粉(미소노백분)

[Misono Baekbun] (1926). p. 3.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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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便利한實用品임니다”<Fig. 14>에서와 같이 내용물만

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도 고려하고 있

었다. 

<Table 7>은 편의성 및 경제성과 관련된 어휘를 추출

하여 집계한 결과인데, 각 연도별 사용빈도 상위 어휘

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편의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강조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편의성을 나타내는

어휘에는 ‘가벼운, 편리한, 간편한, 경편(軽便)한, 손쉬

운, 용이한, 간단한, 빠른, 신속한, 고속의, 일분간’ 등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는 ‘덕용(徳用)의, 소량의, 경제의’ 등이 사

용되었다. 

4. 이미지스케일로 본 미적 특징

1920년대의 미적 특징은 1920년대 초반과 중후반으로

그 경향이 크게 나뉘는데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각각 상위 2순위까지의 감성어휘를 골라 Ko-

bayashi-IS 위에 매핑한 후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2~1924년까지의 사용빈도 상위 어휘인 ‘순

진한’과 ‘청신한’ 중 ‘순진한’은 Kobayashi-IS에서 ‘純眞

な([jyunshinna], 순진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청신한’의 경우는 Kobayashi-IS의 감성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이미지스케일 위에 매핑하

기 위하여 관계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1차 유의어를 추출

한 후 매핑 가능한 어휘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청신(하

다)’는 ‘깨끗하다’, ‘산뜻하다’와 1차 유의어 관계로 이어

져 있으며<Fig. 15>, 이 중 ‘산뜻하다’는 Kobayashi- IS의

클리어 감성 중 ‘さわやかな([sawayakana], 시원한 모양,

상쾌한 모양, 산뜻한 모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진

한’은 [+soft, +cool]의 속성을 지닌 로맨틱 감성(●부분)

에, ‘청신한’은 [+soft, +cool]의 속성을 지닌 클리어 감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미지스케

일 위에 나타내면 <Fig. 16>과 같다. 참고로 로맨틱 감

성에 속해 있는 근접어휘로는 ‘여린, 청초한’ 등이, 클

리어 감성에 속해 있는 근접어휘로는 ‘맑은, 말쑥한’ 등

이 있다.

다음으로 1925~1930년까지의 대표 감성어휘인 ‘고상

한’과 ‘생기 있는’에서 ‘고상한’은 Kobayashi-IS의 감성

Table 7. Convenience and economy (Unit: u/ad)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Convenience - - - 0.33 0.22 0.36 0.41 0.13 0.07 - 0.03 - 0.15 0.07 0.24 0.33 0.33 0.10 0.33 -

Economy - - - - 0.05 0.05 0.09 0.11 0.01 - - - 0.07 - - - - - - -

1st vocabulary - 0.32 0.48 0.47 0.68 0.34 0.20 0.11 0.16 0.43 0.63 0.41 0.52 0.50 0.36 0.42 0.33 1.10 1.67 1.00

2nd vocabulary - 0.09 0.21 0.33 0.22 0.17 0.14 0.11 0.14 0.29 0.13 0.18 0.30 0.36 0.29 0.29 0.33 0.50 0.67 1.00

Fig. 14. Shin Misono Compact.

From 新御園コンパクト(신미소노콘파구도) [Shin Misono 

Compact] (1927). p. 6.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5. Primary synonym of “청신한 (new and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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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중 ‘高尙な([kousyouna], 고상한)’와, ‘생기 있는’

은 ‘生き生きした([ikiikisita], 생기 있는)’와 각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감성어휘는 관계연결

망 분석에 의한 1차 유의어 추출과정을 거치지 않더라

도 Kobayashi-IS 위에 매핑할 수 있는데, ‘고상한’은 [+

hard, +cool]의 속성을 지닌 포멀 감성(●부분)에, ‘생기

있는’은 [+soft, +cool]의 속성을 지닌 내추럴 감성(▲부

분)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Fig. 17). 참고로 로맨

틱 감성에 속한 근접어휘로는 ‘고아한, 품격 높은’ 등이,

내추럴 감성에 속한 근접어휘로는 ‘건강한, 신선한, 안

전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 전반에 걸쳐 당시의 여성들이

백분화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전형적인 미적

특징인 고상함과 순진함은 각각 [+hard, +cool] 속성의

포멀 감성(●부분)과 [+soft, +cool] 속성의 로맨틱 감성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이미지스케일 위에 나타

내면 <Fig. 18>과 같다. 

1920년대 초반 본격적인 화장품 광고가 시작되었던

당시에는 백분류의 제형이 획일적이었으며 색분도 등

장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여성들의 화장을 통한 감성 표

현방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후반 백분의 종류가 재래식 백분 이외에도 연백분이

나 수백분, 근대식 분백분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감성

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Fig. 16>−<Fig. 17>로 확장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의 대표적 미적 특징이

<Fig. 18>에서와 같이 차가운 이미지의 [+cool]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에 들어 색분이

대중화되기 이전까지는 백화장이 일반적이었기 때문

이다.

Fig. 17.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1925 and

1930 [HC/SC].

Fig. 18.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early 1920s

[HC/SC].

Fig. 16.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1922 and

1924 [S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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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강함과 명랑함의 시대, 1930년대

1. 색분의 대중화

1920년대의 백분화장의 특징이 ‘고상한’ 또는 ‘생기

있는’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한다면 1930년대의 백분화

장의 특징은 ‘건강한’ 아름다움이나 ‘명랑한’ 아름다움

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美의明朗한美粧

料는三好”<Fig. 19>, “健康의明朗한美가充實한魅力을

만드는健康色”<Fig. 20> 등에서와 같이 중성적인 표현

들이 광고 문안에 사용되었다. 다음의 <Table 8>은 1931

~1936년까지 6년간의 백분광고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감

Table 8. Top five most frequently used sensitive words (1931-1936) (Unit: u/ad)

1 2 3 4 5

1931
건강한 (healthy)

(0.63)

고상한 (lofty), 

씩씩한 (brave)
(0.13)

-

화려한 (fancy), 

건생의 (xerophilic), 

고아한 (elegant), 

낭연한 (melodious), 

매혹적인 (fascinating), 

미혹의 (seductive),

 생기 있는 (lively), 

미염한 (beautiful and sensuous)
(0.03)

-

1932
건강한 (healthy)

(0.41)
명랑한 (cheery)

(0.18)
고아한 (elegant)

(0.13)
고상한 (lofty)

(0.10)
생기 있는 (lively)

(0.08)

1933
명랑한 (cheery)

(0.52)
젊은 (young)

(0.30)
건강한 (healthy)

(0.24)

그윽한 (mellow),

 화려한 (fancy)
(0.09)

-

1931-1933
건강한 (healthy)

(0.39)
명랑한 (cheery)

(0.28)
젊은 (young)

(0.13)
고상한 (lofty)

(0.09)

화려한 (fancy),

고아한 (elegant)
(0.07)

1934
명랑한 (cheery)

(0.50)
자연스러운 (natural)

(0.36)

건강한 (healthy),

젊은 (young)
(0.32)

-
말쑥한 (neat)

(0.14)

1935
명랑한 (cheery)

(0.36)

자연스러운 (natural),

젊은 (young)
(0.29)

-
건강한 (healthy)

(0.24)
말쑥한 (neat)

(0.21)

1936
자연스러운 (natural)

(0.42)
신선한 (swift)

(0.29)

건강한 (healthy),

고상한 (lofty)
(0.25)

-

명랑한 (cheery),

발랄한 (vigorous),

염려한 (beautiful 
and gorgeous),

젊은 (young)
(0.13)

1934-1936
명랑한 (cheery)

(0.38)
자연스러운 (natural)

(0.34)
건강한 (healthy)

(0.28)
젊은 (young)

(0.27)
말쑥한 (neat)

(0.15)

1931-1936
건강한 (healthy)

(0.33)
명랑한 (cheery)

(0.33)
젊은 (young)

(0.20)
자연스러운 (natural)

(0.19)
고상한 (lofty)

(0.09)

Fig. 19. Mijangryo Samho. 

From 現代人美의明朗한美粧料는三好 [Hwajangryo from 

SAMHO brings out the brightness of your modern beauty] 

(1932). p. 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0. Utena Subaekbun.

From ウテナ(우테나)水白粉 [Utena Subaekbun] (1933). p. 1.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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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휘를 상위 5순위까지 집계한 것이다.

앞서 <Table 5>에도 나타낸 바와 같이 ‘건강한’은 이

미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감성어휘이며 ‘명랑한’은

1932년에야 비로소 등장하는 감성어휘이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경제공황 이후 일본은 자국 내의 경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 이

에 따라 한반도는 중국 침략의 병참기지로 이용되기 시

작하였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1931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 끝나는 1945년까지를 일본에서는 ‘15년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전시체제였던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의 아름다

움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식의 변

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명랑한’ 화

장의 등장이다. ‘건강’은 일본의 메이지정부(1868~1912)

가 강병과 산업전사 양성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개

념으로(Kook, 2017) 전시체제하의 여성들이 후방을 책

임져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일종의 사

회운동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

위기는 강점기하의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

는데, 화장품은 사치품으로 규정되었으며 백색은 더

이상 고상한 아름다움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불온한 색깔이 되어갔다. 193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는 ‘명랑’이 주로 날씨에 대한 수식어로 쓰였던 반면,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어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사

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

으며, 나아가 ‘건전’의 동의어로서 체제에 저항하는 것

들을 억압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만을 양성하기 위

한 규율 담론으로 작용하였다(So, 2011). 즉 백분광고

에 등장하는 ‘명랑한’ 화장이란 전시체제하의 여성으로

서 체제에 순응한다고 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건전

한 화장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면, 1920년대의 미적

특징이 백분의 제형 및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1930년대를 대표하는 ‘건강하고 명랑한’ 화장은

색조화장의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집한 자

료 내에서 최초로 색분의 상품목록이 등장한 것은  “只

今 지의白色外에 櫻色과肌色의二種을發賣”(“新御園

水白粉(신미소노수백분) [Shin Misono Subaekbun]”, 1926)

인데, 미소노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동아일보』에 가

장 많은 백분광고를 실었던 화장품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당시 최대의 화장품 업체였던 구

라부와 레토의 광고에서는 색분광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미소노가 경쟁업체

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시도하였던 색분광고는, 고상하

고 생기 있는 백색화장을 선호하였던 당시의 여성대중

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이후 1930년대로 접어들면 미소노의 광고는 거

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일본이 이른바 15년 전쟁으로

들어서는 1931년부터는 다시 색분광고의 양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로소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색조화장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의 색분광

고와는 달리 1930년대의 색분광고가 색조화장의 대중

화를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잡지고에서의 컬러인

쇄 상용화가 관련되어 있다(Ishida, 2004). 특히 1920년

대에는 대부분의 컬러광고를 일본에서 인쇄하여 들여

왔으나 1932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원색분해법이

도입되면서(Korean Printers Association, 1988) 朝鮮印刷

株式會社나 大海堂印刷에서 컬러인쇄가 가능하게 되었

던 것이다(Oh, 2013). 백분광고에 ‘명랑한’이 최초로 등

장한 해가 1932년이라는 점도 색조화장의 대중화와 컬

러인쇄의 관련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색조화장의 대중화는 당시의 미적 특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백색 위주의 차갑고 경직된 느낌의 화장에

서 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의 살색이나 황갈색

(ocre)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색조화장은 그동안

동경해왔던 서양인의 피부색이 아닌 동양인의 피부색

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인식되었

다. <Table 9>는 색분광고 출현빈도를 연도별로 집계한

것이다. 참고로 ‘명랑한’이 등장하기 이전인 1931년의

경우 ‘고상한’이 여전히 사용빈도 상위 어휘로 나타나

는데, 이것은 앞서 <Table 6>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일한 해의 백분광고에 연백분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2. 화려한 화장의 등장

1930년대 백분광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화려한 이미

Table 9. Appearance frequency of color make-up powder (色粉) advertisements (Unit: u/ad)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Color make-up 
powder

- - - - - 0.03 0.15 0.08 0.12 0.21 0.67 0.46 0.63 0.70 0.50 0.54 0.67 0.30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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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감성어휘가 비교적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사

용빈도 상위 어휘에는 올라있지 않으나 예를 들어, “여

러분! 이白粉으로 더한층 젊게 더한층 明朗하게 더한층

곱게 당신을 華麗하게 化粧합시다”<Fig. 21>, “때는봄

꽃피는봄 明朗하게 엄청나는 魅惑的인化粧을 마음껏

잘해보랴면 ウテナ를쓰는것이第一입니다”<Fig. 22>에

서와 같이 ‘화려한, 미염(美艶)한, 염농(艶濃)한, 현란한,

호화로운, 매혹적인, 도도한, 미혹적인, 염려한, 염한’

등의 감성어휘의 사용이 늘어난다. 이 중 몇몇 어휘는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미염(美艶)한’은 “아름

답고 요염하다”(“미염하다 [Miyeomhada]”, 1999), ‘염려

(艶麗)한’은 “용모와 태도가 아름답고 곱다”(“염려하다

[Yeomryeohada]”, 1999)는 의미이다. ‘염(艶)한’은 우리말

어휘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염’의 훈자(訓字)

가 ‘고울’이므로 ‘염한’의 1차적인 의미는 ‘곱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랑’이 일본어로

부터 영향을 받아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염한’의 의미도 당시의 일본어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즉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어 ‘艶や

かな[adeyakana]’가 갖고 있는 “요염하고 아리따움”이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염’이라는 한자와 결합된 한자어는 ‘요염하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포괄적 감성어휘가 아

닌 화려함을 나타내는 감성어휘에 포함시켰다. <Table

10> 은 이것을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누어 해당 기

간 중의 사용횟수를 비교한 것인데, 화려함을 나타내

는 어휘들의 사용횟수가 해당 기간의 총 광고수에 대

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아닌 사용횟

수로 표시하였다.

‘건강하고 명랑한’ 화장이 일반적이던 전시체제하에

서 소수이나마 ‘화려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감성어

휘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견 모순처럼 보이나

패션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전쟁과 화려함의 관련성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공황과

전시체제라고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1930년대의 사

람들은 정치와 국제적 긴장, 가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패션을 받아들였는데

(Shin et al., 2001), 이러한 패션 분야에서의 보편적 경

향을 당시 우리나라의 백분광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3. 언어 이미지스케일과의 매칭

193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이 추구하던 미적 특징의

변화양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 상

위 2순위까지의 감성어휘를 Kobayashi-IS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수집된 자료 중 1937년 이

후의 광고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931년부

Table 10. Sensitive vocabulary with an image of fancy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1931 and 1933

(Unit: number of uses)

화려한
(fancy)

미염한 
(beautiful 

and 
sensuous)

염농한
(mature)

현란한
(flashy)

호화로운
(luxurious)

매혹적인
(fascinating)

도도한
(haughty)

미혹적인
(seductive)

Sub
Total

염한
(voluptuous)

염려한
(beautiful 

and 
gorgeous)

Sub
Total

Total

1922-
1930

4 0 0 0 0 0 0 0 4 4 4 8 12

1931-
1936

11 1 1 1 2 15 1 2 34 1 16 17 51

Fig. 22. Utena Eri Goryeon Baekbun. 

From ウテナ(우테나)エリ固練白粉 [Utena Eri Goryeon 

Baekbun] (1935).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1. Reto Baekbun (II). 

From レ一ト(레-토) 白粉 [Reto Baekbun] (1933). p. 6.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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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6년간의 미적 특징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931~1933년까지의 사용빈도 상위 어휘인 ‘건

강한’과 ‘명랑한’ 중 ‘건강한’은 Kobayashi-IS에서 ‘健

康な([kenkouna], 건강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명랑한’의 경우는 동일한 한자어가 없는데, 대역사전

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한 의미의 일본어 ‘ほがらかな

([hogarakana], 명랑하다)’의 위치에 매핑하였다. 따라

서 ‘건강한’과 ‘명랑한’은 각각 [+soft, +cool] 속성의 내

추럴 감성(●부분)과 [+soft, +warm] 속성의 캐주얼 감

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미지스

케일로 나타내면 <Fig. 23>과 같다. 

다음으로 1934~1936년까지의 사용빈도 상위 어휘인

‘명랑한’과 ‘자연스러운’의 경우, ‘명랑한’은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본어 ‘ほがらかな([hogarakana], 명

랑하다)’의 위치에 매핑하고, ‘자연스러운’의 경우는 동

일한 의미를 가진 ‘自然な([shizenna], 자연스러운)’의 위

치에 매핑하였다. 따라서 ‘명랑한’과 ‘자연스러운’은 각

각 [+soft, +warm]의 속성을 지닌 캐주얼 감성(●부분)

과 [+soft, +warm]의 속성을 지닌 내추럴 감성(▲부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미지스케일로 나

타낸 것이 <Fig. 24>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형적으로 [+cool] 속성이 지배하고 있던 1920년대의

미적 특징과는 달리 1930년대에는 [+warm] 속성과 [+cool]

속성이 공존하는 1930년대 초반을 지나 1930년대 중반

에 이르면 [+warm] 속성이 전형적인 미적 특징으로 자

리 잡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당시의 여성들이

화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전형적인 미적 특징

인 ‘건강한’과 ‘명랑한’은 각각 [+soft, +cool] 속성의 내

추럴 감성(●부분)과 [+soft, +warm]의 속성을 지닌 캐

주얼 감성(▲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을 이미지스케일 위에 나타낸 것이 <Fig. 25>이다.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1920년대와 비교

하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

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표현도 색

분의 대중화와 함께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는데, 1920년

대 백색이 가진 차가운 이미지의 [+cool] 속성에서 벗

어나 색분 화장이 갖는 따뜻한 이미지의 [+warm] 속성

으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암울한

시대상황을 ‘명랑함’으로 애써 감추고자 하였던 당시

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는 없다. 또한 일부나마 ‘화려한’, ‘매혹적인’ 등 [+hard,

+warm] 속성의 Gorgeous 감성이 등장하면서 1930년대

이후의 미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흥

미로운 사실이다. 참고로 Kim(2011)에 따르면 우리나

라 1960년대 잡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감성어휘 1순

위는 ‘화사한’이다.

Fig. 24.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1934 and

1936 [SW].

Fig. 23.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1931 and

1933 [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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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신문매체에 등장

하는 백분광고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이

화장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미적 특징의 전

형적인 모습과 또 그 변화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

였는데, 첫 번째는 광고 텍스트에 사용된 감성어휘의

사용빈도와 백분의 제형 및 화장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ㆍ분석, 두 번째는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기 위한 이미지스케일 개념의 도입이다. 그 결과를 표

로 정리하면 <Table 11>과 같다.

먼저 1920~1930년대 당시 여성대중의 아름다움에 대

한 인식은, 단순히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백

분의 제형 및 화장법의 변화, 나아가 광고 수단으로서

의 컬러인쇄술 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발

전하였다는 점이다. 재래식 백분 화장에 의한 담화장

이 일반적이었던 1920년대 초반의 전형적 미적 특징이

‘순진하고 청신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1920년대 중

후반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백색 농화장을 가능하게 해

준 연백분의 등장으로 상류층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고

상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전형적 미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동시에 백분의 안전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기 있는’ 아름다움도 당시 화장문화의 시

대적 과제로서 강조되었다. 이후 1930년대에는 전시체

제하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미적 특

징으로 발전시킨 ‘건강하고 명랑한’ 이미지의 화장이 유

행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컬러

광고의 상용화와 그에 따른 색조화장의 대중화가 있었

다. 이것은 미적 가치가 시대적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

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국산백분과 일본백분 사이에서 보이는, 아름다

움을 표현하는 포괄적 감성어휘로서의 ‘고운’과 ‘아름

다운’의 사용빈도의 차이는 촉각적인 개념의 전통적 화

장과 시각적 개념의 근대적 화장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장품 광고에 사용된 감성어휘들

이 단순히 광고문안에 등장하는 수사적인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의 근대 화장의 변화에 대

하여 이미지스케일 개념을 도입하여 고찰한 결과, 1920

~1930년대에는 공통적으로 [+soft, +cool] 속성의 감성

이 지배적이었으며 각 시기별 특징으로는 1920년대의

백색의 차가운 이미지인 [+hard, +cool] 속성에서 1930년

대의 색상에 의한 명랑한 이미지인 [+soft, +warm] 속성

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미지스

케일에서 분류척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soft, hard,

Table 11. Changes in aesthetic characteristics from the 1920s through 1930s

Early 1920s  Mid and late  1920s Early and mid 1930s

Type of White Make-up 

Powder

Conventional White

Make-up Powder (Jangbun)
→

Popularization of Light 

White Make-up Powder
→

Popularization of Color 

Make-up Powder

Make-up Style White & Light Make-up → White & Heavy Make-up → Color Make-up

Mostly Used Sensitive 

Vocabulary (High- Ranked)
순진한 (pure)

청신한 (new and fresh)
→

고상한 (lofty)

생기 있는 (lively)
→

건강한 (healthy)

명랑한 (cheery)

Representative Sensitivity
Romantic

Clear
→

Formal

Natural
→

Natural

Casual

Image
[+soft, +cool]

[+soft, +cool]
→

[+hard, +cool]

[+soft, +cool]
→

[+soft, +cool]

[+soft, +warm]

Fig. 25.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1930s [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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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warm]는 언어학적 연구방법인 의미자질(semantic

feature)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논문

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패션

의 미의식 분야에서 다루는 8가지 분류기준인 ‘Active,

Country, Exotic, Romantic, Elegance, Sophisticated, Mo-

dern, Mannish’등과도 관련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인 화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백분광고의 텍스트

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시의 화장품 광

고 중 백분류 광고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감성어휘를 토대로 백분광고의 이미지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은 향후 촉각적인 화장에

목적을 둔 크림류와 후각적인 화장에 목적을 둔 향수

류에 대한 후속연구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사용한 광

고 자료는 필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수집한 것으로 누

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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