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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s search for beauty has been going on from prehistoric time until today, and the pursuit of beauty has
been progressing, regardless of the times, as a human psychological desire. In the search for beauty, hair and make-up
have been subjects of interest for a long time, but the development of designs for these two aspects are still behind com-
pared to other area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various new and creative hair and make-up designs and to
suggest their possible development. Using existing literature, this paper studied the skin color and hair color of Koreans
that had been studied in earlier papers. It also aimed to understand the hair color and hair color images that are suitable
for each skin color, classify the modern hair and make-up trends into different images - natural, surrealistic, minimalist,
and cyber look, and also analyze them. Actual hair and make-up were also designed based on these images. To depict the
natural image, the make-up was made intentionally dark as the skin color; natural materials were used for hair decoration;
brown and yellow were used for the eye shadow to express the natural and romantic image of autumn, in general. Second,
in the work expressing the surrealistic image, the hair was creatively decorated with a collage of various objects; yellow,
green, and red eye shadows and lip expression were used to visually achieve the surrealistic fantasy look. Thirdly, in the
work expressing the minimalist image, hair style with bangs without any hair decoration was used; make-up colors were
minimized as well, creating a generally simple image. Finally, for the work expressing the cyber image, metallic material
decoration was used on a puff-up hair style; the cyber image was emphasized through the use of graphical elements in
the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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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대중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에서 오는 자극으로 인해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신

체건강과 미적추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아름다운 개인의 이미지

를 남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개인의 이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굴, 머리, 체형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역할 특성에 따라 창출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얼굴이

며 헤어는 얼굴의 배경이 되어 가장 가깝게 대비되어 인지되는

부분이고 또한 얼굴과 헤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유와 자신감

이 신체적 특성 중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

로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패션과 더불어 메이크업

과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를 변화시켜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따

라서 다양한 자기연출이 가능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패션 관련 문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적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변화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패션은 동시대의 예술 및 양식과 공

통적인 기반과 근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패션경향에 기저를

두고 파생되는 헤어·메이크업도 시대별로 예술과 유사한 표

현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대에 들어와 상호영향과 연

관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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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부색과 헤어컬러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현대 헤

어·메이크업에 나타난 경향을 예술의 표현양식과 연관지어 분

석하며 그에따른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미용 분야에

새롭고 독창적인 헤어·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첫째, 선

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피부색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헤어컬러 및 헤어컬러 이미지를 알아보고 둘째, 2003년 이후에

발간된 헤어·메이크업 뷰티전문잡지(Beauty Collection, Estetica,

Fem Collection, Hair Mode)와 헤어·메이크업 브랜드의 홍보자

료 및 인터넷 사이트(Wella, Loreal, Mac, Makeup Forever) 등

에 나타난 헤어·메이크업 스타일을 이미지별로 분류하여 현대

에 나타난 헤어·메이크업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피부를 브라운 컬러의 피

부, 옐로우 컬러의 피부,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으로 분류하였다. 

스킨컬러의 분류 기준으로는 관련문헌을 통해 연구되어진 결

과를 토대로 하여 육안 측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피부색

에 어울리는 헤어컬러를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시술하였다. 또

한 각각의 특색 있는 헤어와 헤어장식, 메이크업을 통해 현대

의 뷰티 경향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내추럴 이미지, 초현

실적 이미지, 미니멀 이미지, 사이버 이미지를 헤어·메이크업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용어의 사용은, 뷰티전문분야

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피부색은 그대로 피부색

을, 모발색은 헤어컬러로 하였으며, 컬러의 명칭은 영어 발음으

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부색과 헤어컬러

피부색 : 인간의 피부는 헤모글로빈(레드), 케라틴(옐로우),

멜라닌(브라운)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어

지는데 그 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피부색 결정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종의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세포의 숫

자는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종을 구분하는 가장 특

징적인 요소인 피부색은 멜라닌 입자의 크기와 그 입자가 떨어

져 나갈 때의 진행과정으로 결정된다. 또한 피부색을 형성하는

데 색소 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부의 두께도 포함된다. 피

부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또는 투명할수록 붉게 보이고, 상

피층이나 각질층이 두꺼울수록 옐로우 컬러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와함께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요인으로 환경이나 기후

조건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스킨

컬러에 대한 분류는 우윤정(1998), 류영미·이미령(2000), 이선

주(2000), 박화순(2001), 신선향(2002) 등의 논문에서 선행연구

되었으나 여기서는 (주)태평양 미용연구실(1981)의 자료에 따라

피부색를 분류하기로 한다. (주)태평양에서는 한국여성의 피부

를 크게 옐로우·브라운계열 피부와 핑크계열 피부로 나누었으

며 이를 다시 옐로우·브라운계열 피부는 브라운 컬러의 피부,

옐로우 컬러의 피부와 핑크계열 피부를 로즈베이지 컬러의 피

부와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로 분류하였다(이혜정·손영미, 2005).

헤어컬러 : 헤어컬러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고대문명으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약 33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공주가 헤나를

사용하여 헤어 염색을 한 것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1970년대 말 펑크 스타일의 유행과 함께 핑크, 레드,

오렌지 그리고 옐로우 등의 대담한 원색의 컬러가 사용되었고

1980년대에는 다양한 컬러 테크닉이 전개되면서 헤어 컬러링

은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이의수, 1999). 그러나

아직은 헤어컬러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해서 대중적인 편

견이 있었으며 헤어 컬러링은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흰머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일반화

된 1990년대에 이르러 유행 컬러의 염색과 개성표현에 중점을

둔 염색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헤어컬러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

도 급부상하게 되었다(이혜정·손영미, 2005). 이제 우리에게

헤어는 블랙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사라지고 현재는 원색의

오렌지, 와인, 레드, 골드 뿐만 아니라, 무채색의 화이트에서 그

레이까지 헤어컬러가 대중화되고 보편화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즉 헤어컬러는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함께 자신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토탈 패션의 한 쟝르가 된 것이다

(송은, 2002).

3.2. 피부색와 헤어컬러의 조화 

브라운 컬러의 피부 : 동양인은 대부분 옐로우를 띤 피부에

브라운 컬러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혈색이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계절컬러로 분류를 하자면 가을에 포함된다. 브라운

은 탁한 색과 배색하면 구식으로 느껴진다. 특히 브라운과 그

레이와의 배색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 둘을 배색할 경우

속물적이고 어리석고 지루하며 유행에 뒤쳐진 느낌까지 들 수

있으며 음식인 경우 떫은 맛이 나거나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블랙과의 배색도 편협함과 무거움 등의 부

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 하는 것이 좋다. 그러

나 브라운과 그린의 배색은 편안한 이미지를 가져온다. 

브라운은 원래 어울리는 컬러를 찾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몇

가지 컬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톤으로 구분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다. 즉 피부가 브라운 컬러에 속하는 경우 헤어

는 중간 톤이나 어두운 톤이 어울리며 지나치게 밝게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레이나 블랙은 자제

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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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컬러의 피부 : 이 피부색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따뜻하면서 노르스름한 톤을 지니고 있다. 여러 피부

타입 중 가장 섬세하고 연한 컬러로 비교적 피부색이 투명하면

서 밝은 톤을 유지한다. 맑고 투명한 아이보리와 베이지가 혼

합된 옐로우 컬러를 띠는 피부로 볼 부분에 복숭아 빛의 붉은

톤의 혈색을 지니기도 한다.

옐로우는 오렌지와 레드 등 붉은 컬러와 배색되면 유쾌한 느

낌을 주고 바이올렛과 배색 될 경우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이미

지를 준다. 그러나 옐로우와 그레이, 핑크가 결합되면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하고 특히 그레이와의 배색은 불안한 느낌을 강

하게 준다. 따라서 옐로우 컬러의 피부와 오렌지와 붉은 기미가

가미된 브라운 등 밝고 경쾌한 느낌의 헤어컬러가 잘 어울리는

데 이처럼 같은 브라운 컬러라도 붉은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얼

굴빛을 더욱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옐로우컬러

의 피부와 따뜻하고 밝은 계열의 헤어컬러는 전체적으로 사람

의 인상을 건강하게 바꾸어 준다. 또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인

상을 주고 싶으면 바이올렛으로 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옐로우 컬러의 피부에서 피해야 하는 헤어컬러로는 그레이

브라운, 그레이, 핑크 등으로 이러한 컬러로 염색한 경우 불안

정한 인상을 풍긴다.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 : 차가우면서 붉으스름한 톤을 지

니고 있으며 로즈 베이지 계열 또는 핑크 베이지 계열의 컬러

를 지닌 약간 붉은 톤의 피부이다. 동양인의 경우 옐로 베이지

컬러에 붉은 색소가 더해지면 브라운으로 보여 브라운컬러의

피부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서양인의 경우는 화이트 컬러

의 피부에 핑크 톤이 도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에 쉽게 구분

이 가능하며 유난히 붉은 색소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로즈톤과

핑크가 배색되면 순수하게 보이고 바이올렛과 배색되면 유혹적

으로 느껴진다. 그린과 배색되면 차분하고 상쾌하며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블랙과 배색되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공

격적이고 폭력적이 된다.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에 헤어컬러는 비교적 내추럴한 톤

이 잘 어울리며 로즈 톤을 커버할 수 있는 헤어컬러를 선택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린이나 바이올렛 등의 차가운 느낌

의 컬러는 붉은 얼굴을 커버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그린은 침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바이올렛은

매력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블랙, 레드 브라운 등은 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 :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는 투명하면서

푸르스름한톤을 지니고 있는 피부와 연한 핑크 톤의 투명한 피

부로 분류되며 전체적으로 건조한 느낌이 들고 얼굴윤곽이 뚜

렷할 경우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는다. 컬러의 배색에서 아이보

리가 블루와 배색되면 이상적이고 고귀한 느낌이 들고 그레이

와 배색되면 객관적이면서 겸손한 이미지를 가지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나 아이보리와 옐로우가 배색되면 가볍고 핑크

와 배색되면 유아적인 느낌이 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와 어울리는 헤어컬러는 무채색이나 채

도가 높은 순색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보리 컬러를 돋보이게

하는 헤어컬러는 블루 블랙과 그레이이다. 블루 블랙은 세련되

고 고귀한 인상을 갖게 해주고 그레이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겸

손한 느낌의 인상을 풍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도 그레

이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은 사랑스러운 인상을 퍼플, 와인 등

은 청순한 이미지를 준다. 그러나 아이보리컬러의 스킨에 옐로

우나 핑크의 헤어컬러를 염색할 경우 유치하거나 가벼운 인상

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3.3. 현대 헤어·메이크업 경향 분석

유행경향의 변화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라이프 스타

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뷰티관련 경향은 패션의 유행경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

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션 유행경향의 분석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21세기에 들어 유행경향은 다양한 감성의 복합적 요소를 지

니는 이미지와 컬러가 공존하면서 자유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하나의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

래가 공조하거나 극단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1세기의 헤어·메이크업

경향은 다양한 양식들이 공존하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친환경적

인 요소의 추구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발생시

켜 나간다.

내추럴 이미지 :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움직

임과 함께 웰빙의 바람을 타고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내추럴 이

미지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양식화하거나 관념화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안

에는 자연미에 대한 탐구와 존중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내추

럴 이미지는 예술의 표현양식 중 자연주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에콜로지(Ecology) 이미지와 원시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프

리미티비즘(Primitivism) 이미지를 배경으로 발생하였으며 세기

말의 환경파괴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생물학적 상호관계를 근거로 하여 보다 큰 의미로써 예

술과 문화의 다방면에서 거듭나고 있으며(전선정, 2002), 헤어·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내추럴 이미지는 편안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

로 컬러는 인공적이거나 인위적인 컬러가 아닌 자연의 컬러로

소프트한 컬러가 주를 이루며 베이지계열이나 뉴트럴 컬러, 스

킨 그대로의 컬러가 기본이며 중채도의 라이트 그레이쉬톤과

덜톤의 컬러가 주를 이룬다. 또한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자연

파괴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으로 내추럴한 트랜

드를 추구하게 되면서 천연소재와 천연염료를 추구하게 되었고,

Fig. 1에서와 같이 헤어·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내추럴한 느낌

의 피부와 헤어컬러가 주를 이루며 가볍고 정돈되지 않은 질감

의 헤어스타일에서 프리미티브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Fig. 2에서는 내추럴하고 꾸미지 않는 듯한 메이크업과 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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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계열 헤어컬러에 부드러운 웨이브를 스타일링하여 따뜻

한 자연의 바람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추럴 이미

지에서 헤어컬러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린 빛과 대지의 풍요

로움을 상징하는 브라운 계열을 조화시키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단색계열이나 유사계열로 톤의 변화를 주어 표현한다. 헤

어스타일에서는 인공적인 스타일이 아닌 히피 스타일의 스트레

이트 혹은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과 가다듬지 않은 불규칙적인

형태의 스타일 그리고 앞머리를 내추럴하게 내려주고 얼굴 윤

곽선을 부드럽게 강조해 주는 스타일 등이 보여지고 있다. 

메이크업 또한 본래의 피부색에 준하여 색조 메이크업의 톤

을 낮추고 얼굴의 선과 피부색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추럴하고

간결하며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도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메이크업이 보여지는데 이는 1990년대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나

타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전선정, 2002). 

초현실적 이미지 :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

선 일상적인 사물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비합리적인 의식세계를 현실로 이끌어내어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그려내야 하며 또한 실물에 존

재하지 않는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자연을 응용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도 하여야 한다. 

헤어·메이크업에서의 초현실적 이미지는 예술사조에 나타

난 초현실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초현실주의는 프랑

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인 문학·예술운동을 말하며 인

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비합리적인 것을 이성으로부터 해방

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사조이다. 이러한 초현실주

의로 인하여 작가들의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맨 레이(Man

Ray)는 회화, 조각, 콜라쥬 및 구성적 오브제 등의 작품을 내

놓았고, 호안 미로(Joan Miro)는 앗상블라즈를 실험하기 시작

하였으며, 대다수의 작품에서 신문에서 찢어낸 실제의 세부들

을 판지에 붙이는 콜라쥬적인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초현실주의는 다다가 표명했던 부정적 예술 행위

와 모순을 극복하고 현대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전통을 확립

하였으며 다다이스트들이 가진 비예술적인 도전의 결과로서의

오브제와 더불어 인간의 욕망, 꿈 및 무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오브제에 부여하였다(이연희, 2002).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으로는, 어떤 사물을 자신들의 조형이념

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것과의 만남

이라는 의외성을 강조한 데페이즈망 (Depaysement)기법과 무

의식 상태에서 작가 자신의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형식이나

관념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사고 및 행위를 하는 자동기술방

법인 오토마티즘(Automatism)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현실

주의 색채경향은 원색의 레드, 옐로우, 그린 등의 컬러를 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원색과 블랙의 대비로 볼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 양식은 1930년대에 생성된 후 1980년대부터 패

션 분야에서 재현되기 시작하면서, 헤어·메이크업에서도 초현

실적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Fig. 3은 크리스찬 디올(Chritian Dior) 작품으로 초현실주의의

색채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머리 양사이드에 꽃잎을 이

용하여 나비의 날개를 형상화하였으며 메이크업 또한 나비의 날

개를 모티브로 하였고 검은색 선글라스 등이 여성을 한 마리의

나비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이렇듯 초현실적 이미지에서

는 자연의 소재가 패션 뿐만 아니라 헤어·메이크업에까지 이

동하여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초현실적 이미지에 나타난 해양생

물이나, 새, 나무, 꽃, 나비 등은 자연물의 속성과 여성을 동일

시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김명주·김문숙, 1994).

Fig. 4의 빅터 앤 롤프(Biktor & Rolf) 작품에서는 그린과

블루컬러의 양모를 헤어와 엮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었으며

메이크업은 밝은 톤의 베이스에 찬 계열의 레드와 블루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물고기 형태의 아이라인을 해줌으로써 바

다 속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이렇듯 초현실적 표현기법으로

  

Fig. 1. 프리미티브한 이미지

    (Beauty Collection vol.2 

    2003-2004 F/W, p.162). 

Fig. 2. 내추럴한 이미지

    (Hair Mode, 2003. 3, p.139).

  

  

Fig. 3. 나비의 이미지
    (Beauty Collection vol.2 

    2003-2004 F/W, p.151). 

Fig. 4. 바다 속 이미지
    (Fem Collection vol.6  

    2003 S/S,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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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재의 다양성은 메이크업과 특히 헤어장식에 쓰여지는 장

신구 디자인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에서 초현실

적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자연물을 응용하여 고정관념을 파괴한

과잉장식으로 나타난다. 즉 초현실적 이미지에서의 창조는 완벽

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미완성, 무제한의 자유를

완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이연희, 2002). 메이크업은 헤어스

타일과 마찬가지로 원색의 브라이트, 비비드 컬러를 그대로 사

용하여 환상적이고 화려하게 표현하며 자연물을 응용한 형태의

모티브를 꼴라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미니멀 이미지 : ‘최소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간단한 장식적 세부묘사조차 결여된 이미지이

다. 이는 예술사조 중 미니멀리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

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미술계에 부각된 하나의

경향을 말한다. 기하학적인 형태가 강조되고 예술가들의 주관

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방식, 재료나 소재의 풍부함, 디자이너의

감성을 고의로 억제하여 디자인에서 엄격하고 절제된 형태언어

를 취하고 있으며,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

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하는 예술 양식이다. 이러한 예

술 운동을 배경으로 출발한 미니멀 아트는 최소한의 조형수단

으로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하였다.

미니멀리즘은 미술과 음악에서 단순한 이미지나 패턴들을 사

용하면서 생겨났다.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려 하였으며 작품들을 통해서 단

순성, 최소성, 반복성, 미래지향성으로 특정 지워지고 있다. 패

션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적인 특성은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대중적인 디자인 운동이었다. 1960년대에는 과거 어

느 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의상

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1990년대 패션에 재조명되

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패션 디자

이너 샤넬(Chanel)을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여성의 가슴이나 허

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살짝 감춤으로써 여성의 미를 표현하였다. 

Fig. 5에서 헤어스타일은 형태의 단순화과 컬러의 단순화로

표현되었고, 메이크업 역시 아이라인만을 강조하여 단순한 이

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함은 점점 다양한 방법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미니멀 이미지에 있어서 헤어스타

일은 좌우 대칭, 좌우 비대칭, 기하학적 직선, 곡선 등 여러 스

타일로 표현되고 있으나 각각의 스타일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

지 헤어 스타일만을 채택함으로써 단순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Fig. 6은 좌우 대칭적이면서 기하학적인 곡선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눈 부분만을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니멀 이

미지에서의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구축적인 라

인을 통한 극도의 단순함과 비대칭 헤어라인으로 세련되고 모

던한 멋을 느낄 수 있었다. 메이크업은 눈이나 입술, 눈썹이나

속눈썹 등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여 여백

의 미를 표현하거나 컬러의 다채로움을 배재시킨 누드 메이크

업을 하기도 하였다. 

사이버 이미지 : 사이버 이미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예술 운동인 미래주의에서 파생된 이미지로 미래주

의는 시인 필립포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가

1909년 2월 ‘피가로’지에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 효

시가 되었는데, 마리네티는 기존의 낡은 예술을 부정하고,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다이나믹한 미의 창조를 주장하였다. 

철학적으로는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직

관론과 지속의 개념을 인용하고, 윤리적으로는 독일의 니이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의 초월적 자아에 기초한 미래주

의의 커다란 공적은 기계가 지닌 차가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 예술의 주제로까지 높였다는 것과, 스피드 감이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에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시도한데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인간중심의 사고는 자연주의와 인간의 안

정을 추구하게 된다. 복잡한 현대생활, 여러가지의 사회적 문제

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에 의해 현대인

들은 이에대한 탈출구를 찾게 되었으며, 서구 문명의 모더니티

안에 내재된 비인간적 속성이 동양철학에 기반을 둔 오리엔탈

리즘과 융화되어 보완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동양의 신비주의

에 이끌리게 되었다. 그 결과 젠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Fig. 5. 단순한 이미지(Hair 

    Mode, 2003.1, p.126).

Fig. 6. 간결하면서 여성스런

    이미지(Goldwell Technical

    Guide, 2003, p.3). 

  

  

Fig. 7. 사이버 이미지(Goldwell

     Technical Guide, 2003, p.2).  

Fig. 8. 미래지향적 소재(Goldwell

     Technical Guide, 200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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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서양에서의 젠 사상의 각광은 패션

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동서양을 결합하고 새로운

미래주의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이버 이미지는 주로 하이테크 소

재로 표현된다. 하이테크 감각의 소재는 사이버틱하고 미래지

향적인 방향을 띠고 전개되어 미래를 테마로 한 디자이너들은

인공 소재인 금속성의 광택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였다(문은배,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젊은층 사이에서 헤어스타일의 인

위적이고 직선적인 형태와 과감하고 사이버틱한 헤어컬러와 그

에따른 메이크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Fig. 7). 즉 내추럴하

지 않은 인위적인 형태와 직선적인 헤어 커트라인 그리고 형광

컬러와 밝은 톤의 헤어컬러가 유행하게 되었다. Fig. 8에서도

보이듯이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광택 펄새도우, 펄화운데이션, 글

로시한 립스틱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헤어스타일 소재에 있어서

도 기존의 소재를 탈피한 인공적이고 차가운 알루미늄 소재의

지퍼를 부착시켜 사이버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메탈

릭한 스팽클, 금속적인 광택 소재의 사용은 디자인의 영향을 받

지 않더라도 사이버 이미지를 암시하는 패션으로 보이게 되었다.

사이버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소재는 기존의 소재를 탈

피한 알루미늄 등의 금속성이나 스트레치, 비닐 등이 주로 사용

되고, 컬러도 광택이 있는 금속성 소재나 실버 등의 사이버틱한

컬러 등을 사용하여 차가움, 미래, 다이나믹함을 표현하였다. 헤

어스타일은 직선 커트나 동적인 모티브의 우주를 연상시키는 스

타일도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사이버 이미지를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메이크업은 펄이나 글로시한 느낌을 살려주는 메

이크업과 더불어 스모키한 메이크업도 함께 나타났다. 

3.4. 작품제작

제작의도 및 방법 : 현대 헤어·메이크업 경향에 나타난 내

추럴 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미니멀 이미지, 사이버 이미지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각 다른 피부색을 가진 4

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각자에게 어울리는 헤어컬러를 염

색과 탈색을 거듭하여 연구대상자의 헤어에 직접 시술하였고 각

각의 이미지에 나타나 있는 조형성을 고려한 이미지 부각을 위

해서 헤어컬러 이외에 다양한 컬러와 소품 등을 이용하였으며

메이크업 또한 피부색과 어울리는 컬러를 위주로 사용하여 표

현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 의도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작품설명 : 작품 1(내추럴 이미지) - 브라운 컬러의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린 계열로 헤어를 염색하여 베이스로 사용

하였으며, 헤어장식은 유사색상인 내추럴 톤의 브라운, 오렌지,

옐로우 등을 이용하여 내추럴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컬러는 따뜻한 기미를 갖고 있는 브라운 컬러의 피부색과 매우

잘 어울리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내추럴 컬러를 이용하였으며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자연을 연상할 수 있는 꽃,

깃털, 나뭇가지로 엮은 소재, 양모 등을 헤어에 부착시켜 자연

에 대한 동경과 과거의 회상을 시도하였다.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서도 피부색에 준하여 태양에 그을린

듯한 약간 어두운 톤으로 표현하였으며, 브라운 베이지, 옐로우

골드,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처

리하여 은은하면서 깊이감 있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자연회복과

인간의 안락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다(Fig. 9). 

작품 2(초현실적 이미지) -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

해서는 옐로우 컬러의 피부에 어울리는 컬러인 레드 브라운 컬

러로 헤어를 염색하였다. 헤어장식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형식이나 관념에서 벗어나 표현되어지는 오토마티즘 기법을 응

용하여 인조 컬러피스와 깃털, 풀잎 등을 오브제화하여 콜라쥬하

는 방법으로 예술과 헤어와의 밀접한 관계를 시도하였으며, 고정

Table 1. 작품제작 계획표

이미지 피부색
헤어 헤어장식 메이크업

특징
컬러 형태 컬러 형태 소재 컬러 형태

내추럴

이미지

브라운 

컬러의 피부
 그린 업 스타일

골드 

브라운

브라운

오렌지 

옐로우

자연물 소재

의 콜라쥬

꽃

깃털 

나뭇가지

양모

브라운 베이지

옐로우 골드

브라운

아이섀도우 강

조

자연 지향적인 컬러 사용

자연물 소재를 응용하여 편안

함 추구

초현실적

이미지

옐로우 컬러

의 피부

레드 

브라운
업 스타일

옐로우 골드

옐로우

그린 

레드

블랙

불규칙형태

인조 컬러피스

깃털

풀잎

밝은베이지

옐로우

그린

레드

언더라인과 입

술강조

초현실주의 색채경향 도입

형식이나 관념에서 벗어난

불규칙 형태

화려하고 여성스런 이미지

미니멀

이미지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
바이올렛

비대칭의 

뱅형태

핑크 베이지

핑크 

언더라인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

컬러 사용의 최소화와 형태의

단순화에서 절제미와 여백의

미 표현

사이버

이미지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

블루블랙 
펑크 스타일 메탈릭 실버

기하학적형

태

전선

실버 알루미늄

실버 핀

밝은블루 

베이지

그레이

블랙

선을 이용한 그

래픽

컬러의 강한 컨트라스트

기계가 지닌 차가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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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파괴한 불규칙적인 과잉장식으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

었다. 또한 초현실적 이미지의 색채 경향에서 볼 수 있는 레드,

옐로우, 그린 등의 따뜻한 계열의 원색과 블랙을 대비시켜 초현

실적 색채 경향을 도입·연출하였다. 따뜻한 계열의 원색과 옐

로우 컬러의 피부는 서로 잘 어울리며 이미지를 한층 밝고 화사

하게 표현해 준다. 메이크업 표현으로는 통일성을 위해 피부 톤

은 밝게 표현하였으며, 베이지, 옐로우 그린 및 레드를 아이섀도

우로 사용하였다. 속눈썹으로 눈 밑 언더라인만을 강조하여 메이

크업 표현에 있어서 의외성을 나타내었고 화사한 레드 컬러 립

스틱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10).

작품 3(미니멀 이미지) - 로즈베이지컬러의 피부에 어울리는

컬러인 바이올렛을 헤어에 염색하였는데 헤어 자체의 블랙 컬

러에 차가운 계열의 바이올렛 컬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미

니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블랙 컬러와 차가운 계열의 바이올

렛 컬러는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와 매우 잘 어울리며 여기

에서 베이스로 사용되어진 블랙 컬러는 무채색을 추구하는 미

니멀 이미지의 색채 경향이기도 하다. 또한 로즈 베이지 컬러

의 피부에는 다색 컬러의 표현보다는 동일계열의 배색이 잘 어

울리며 이 또한 미니멀 이미지의 표현양식에서 추구하는 단순

한 이미지, 단순한 패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극도로 단순한 미

니멀 라인을 나타내고자 컬러와 소재의 사용을 절제하였으며,

헤어 자체의 단일 소재만으로 동그란 형태의 뱅 패턴을 사용하

여 단순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였다.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서도 컬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래의 피부색를 살려서 연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아이섀도우와

립스틱 표현을 절제하고 언더라인만을 강조하여 절제미와 여백

의 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Fig. 11).

작품 4(사이버 이미지) -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에 어두운 톤

의 블루 블랙을 헤어에 염색하여 피부색과 헤어컬러에 강한 컨

트라스트를 주어 사이버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아이보리 컬러

의 피부와 다크 톤의 블루 블랙 헤어는 서로 어울리면서도 피

부 자체를 차가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컬러이고 이는 사이버

이미지의 차갑고 메탈릭적인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인공적

으로 과장되게 부풀린 헤어스타일에 실버 컬러의 핀을 불규칙

하게 꽂아 사이버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사이버 이미지

를 부각시키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에 곡선적 이미지의 배제

를 시도하였으며, 전선과 메탈릭한 광택 소재를 이용하여 기계

가 지닌 차가움과 과학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과학의 문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적 도시생활의 스피드감과 다이나믹한

시간적 요소들의 포함을 시도하였다.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서

는 피부색에 준하여 하얗게 표현하였으며, 선을 이용한 그래픽

적 요소로 사이버 이미지를 부각시켰다(Fig. 1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되어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피부

색을 육안 측정법으로 측정하여 분류하였으며 피부색과 어울리

는 헤어컬러를 고찰하고, 2003년 이후에 나타난 헤어·메이크

업 경향을 분석하여 예술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실제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앞으로의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

에 새로운 디자인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태평양 미용연구실의 자

료에 따라 한국여성의 피부색을 브라운 컬러의 피부, 옐로우 컬

러의 피부,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어울리는 헤어컬러를 알아보면, 첫째 브라

운 컬러의 피부에는 그린이 어울리지만 어떤 컬러든지 중간 톤

이거나 어두운 톤의 컬러가 어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둘째

옐로우 컬러의 피부와 어울리는 헤어컬러는 오렌지, 레드 브라

운, 바이올렛이었으며 셋째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에 어울리

는 헤어컬러로는 그린이나 바이올렛이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

이보리 컬러의 피부와 어울리는 헤어컬러는 블루 블랙, 그레이,

브라운, 다크 브라운, 퍼플, 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의 헤어·메이크업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내추럴

    

Fig. 9. 작품 1(내추럴 이미지). Fig. 10. 작품 2(초현실적 이미지). Fig. 11. 작품 3(미니멀 이미지). Fig. 12. 작품 4(사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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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미니멀 이미지, 사이버 이미지가 대

표적인 헤어·메이크업 이미지로 나타났다. 내추럴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에서는 모발 끝의 질감을 가볍고 부드럽게 처리해

주었고 컬러에서도 원색이 아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내추럴

컬러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함을 볼 수 있

었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원래의 피부컬러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꾸미지 않은 듯한 누드메이크업 경향이 나타났다. 

초현실적 이미지는 주로 아트헤어에서 볼 수 있었으며 화려

한 원색의 헤어컬러와 자연물 등을 오브제화하여 헤어장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물의 속성과 여성을 동일시함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물을 형상화하

여 얼굴에 콜라쥬함으로써 일상적인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표

현하여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니멀 이미지에서는 기

하학적인 형태의 직선, 비대칭 라인, 곡선 등을 통하여 단순함

속에 변화가 나타나 있는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었으며, 컬러

의 표현에서도 모발 자체의 컬러를 베이스로 하여 단색 또는

두 가지 컬러의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누

드 메이크업이나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자

주 보여졌다. 사이버 이미지에서는 젊은층의 인위적인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직선적인 헤어커트라인이 두드러졌으며 헤어컬러

로는 차가운 느낌의 블루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 형광 컬러 등

의 대두를 볼 수 있었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차가운 느낌의

광택 펄화운데이션, 펄아이섀도우, 글로시한 립스틱 등이 대중

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색과 헤어컬러 그리고

현대 헤어·메이크업에 나타난 이미지를 연결하여 제시한 본

연구자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운 컬러의 피부와 그린의 헤어컬러가 내추럴 이미

지로 연관지어졌다.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내추럴

컬러를 지닌 꽃, 깃털, 양모, 나뭇가지로 엮은 소재 등을 사용

하였으며, 메이크업은 피부색에 준하여 어둡게 표현하였다. 아

이쉐도우 컬러로 브라운과 옐로우 컬러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으

로는 자연과 낭만적인 가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옐로우 컬러의 피부에 어울리는 컬러는 밝고 따뜻한

계열의 컬러로서 초현실적 이미지에서 추구하는 색채경향과 연

관지었다. 이미지 부각을 위해 따뜻한 원색컬러와 블랙을 대비

시켰고, 헤어장식으로 인모피스, 깃털, 풀잎 등의 소재로 콜라

쥬 기법을 응용하여 불규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밝은 스킨 톤

과 옐로우 그린, 레드의 아이섀도우와 립 표현으로 실제로 존

재하지 않는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출하였다.

셋째, 로즈 베이지 컬러의 피부에는 헤어 자체의 블랙 컬러

와 차가운 계열의 바이올렛 컬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미니

멀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과 연결시켰다. 단일형태, 단일소재만

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의 조형수단을 최소화하였으며, 메이크

업에 있어서도 컬러의 표현을 절제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단

순하게 처리하였다. 

넷째, 차가운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의 피부와 어울리는 헤어

컬러는 차가운 계열의 색상인 블루 블랙으로 이를 사이버 이미

지와 연관지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선과 메탈릭한 실

버 컬러의 알루미늄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메이크업 표현에 있

어서도 피부색에 준하며 밝은 피부 톤에 선을 이용한 그래픽적

요소를 이용하여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피부색을 분류하

기 위한 방법으로 측색기를 이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측정하여

분류하였으므로 인간의 시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과 또한 피부색에 어울리는 컬러와 어울리지 않은 컬

러를 대비시켰을 때의 이미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측색기를 사용한 좀 더 과학적인 연

구와 컬러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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