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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tesque make-up causes a visual shock among modern people beyond the standardized beau-
ty definition, attracts their attention, and manifests itself as a phenomenon of "something bizarre, 
extremely unnatural, ugly, and funn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harac-
teristics of grotesque in today's make-up as well as its concepts and features and to figure out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to the fashion 
make-up of the collections from 2005 to 2010 and the advertising make-up during the same 
period. In the make-up phenomenon examined according to the grotesque characteristics, the 
pale skin expression, frightened eyes, and emphasis on black induce disgusting fear, sadness, 
death, sin, fear for life and death, and obsession. As the make-up emphasized only one part by 
neglecting the original form and exaggerated it to the point of distortion, the exaggerated abnor-
mality led to a sense of social crisis, desperation, and absence of form. As for devilish playfulness, 
the make-up accompanied by grotesqueness and humor brought the suppressed, closed world in 
a tight framework out to fluidity and openness, conveying satire, ludicrousness, ridicule, and ac-
cusation of the modern society. The heterogeneous disharmony was found in the use of objects 
in heterogeneous combinations, presenting unreality, fiction, displeasure, ambivalence, and loss of 
value of human existence.

Key words: abnormality(비정상성), disharmony(부조화성), fear(공포성), 
grotesque make-up(그로데스크 메이크업), playfulness(유희성), 1)

Sun-Hwa Lee, e-mail: vouge2d@hanmail.net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 35 -

Ⅰ. 서론
현대 메이크업은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움을 강하게 추구하며 예술 전반에 나타나

고 있는 표현의 무제한성을 수용하여, 무한한 다양성

과 실험성으로 이제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현

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미의 가치가 붕괴된

메이크업은 평범한 것에 무감각하고 새로운 것을 추

구하는 현대인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방법으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표

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로테스크의 메이크업은 현대인들의 미적

가치의 다원화에 힘입어 과장되고 극단적이며 기괴

하고 섬뜩한 이미지로 현대인의 미의식의 범주에 포

함되어 예술양식과 함께 전개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

른 조형적 특징과 미적 가치의 변화를 보이며 꾸준

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

크의 미적개념의 고찰과 아울러 미적 표현 형식의

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

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등을 형용하는 말1)로서 환

상적인 괴기성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 오늘날 문화

예술전반에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양식으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로

테스크가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들로부

터 자유롭게 해주며 새롭고 보다 자극적인 것을 원

하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즉 지배적

인 세계관, 자명한 이치로부터 새롭게 바라볼 수 있

게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른 세계질

서의 가능성으로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왜곡된 현실과 인간성을 극단적

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써 그로테스크를 활용하고, 사

회적 절망과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그로테

스크를 통해 드러내며, 현실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묘사와 사회비판적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다양한 미의 수용, 즉 현대인들의 미적 가

치의 다양함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매체인

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

에 의해서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변형되며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것이 패션 컬렉션이나 메이

크업 광고에 차용되어 보편적 개념을 지니는 메이크

업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오늘날 새롭고 실험

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면에서 미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컬렉션에서나 광고메이크업에서 활용도가

높고, 시대적인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애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험적이고 광고계에서 패턴으로 활용

가능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장

미숙, 양숙희2)가 있는데 패션에 치중된 메이크업을

논하고 있으며, 얼굴 메이크업의 형태를 통해 분석하

거나 최근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 내적 의미를 도출

하고 있는 논문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을 파

악하고 오늘날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특성

을 고찰하는데 메이크업 패턴의 조형적 특징을 바탕

으로 미적특성을 파악하고 내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메이크업의 경향과 미래

의 메이크업 트랜드를 예측하고, 현대 메이크업이 추

구하는 미적가치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시선

을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메이크업 패턴을 개발하는

데에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와 Vogue, collection 등의 패션지,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 자료,

총 600여점에서 논제와 관련된 얼굴 메이크업이 나

타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전문가 5인과 분류한 후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5년에서 부터 2010년, 현

재까지의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메이크업과 광고

메이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메이크

업은 얼굴 표면에 연출된 모든 요소와 기법을 범위

로 하였다.

Ⅱ. 그로테스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는 기묘한, 이상한, 공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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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것으로 그 어원은 grotta(cave: 동굴, 발굴)

라는 말에서 이것의 형용사인 grottesca에서 생겨났

다.3) 현재는 괴상하고 기이한 것. 또는, 흉측하고 우

스꽝스러운 것으로 예술이나 창작에서, 인간이나 사

물을 괴기하고 황당무계하게 묘사하는 괴기함을 일

컫는다.4)

그로테스크는 고대 로마의 한 지하 동굴에서 발견

된 큰 메달, 스핑크스, 나뭇잎, 바위, 자갈, 등으로 구

성된 일종의 장식, 다시 말해 식물과 동물, 사람의

신체 일부들이 유희하듯 서로 뭉쳐 있는 기괴한 벽

화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후에 회화나 건축에서 인간,

동물, 식물 형태간의 무질서한 혼합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 전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5)

그로테스크란 용어는 중세에 이르러 융성하기 시

작하였는데 기독교와 고전의 가르침에 기초한 인간

의 덕과 이상을 옹호하던 르네상스의 주된 흐름 속

에서 그로테스크의 기이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형상

과 표현들은 ‘추(醜)’의 범주에 속했을 수밖에 없었

고, 예술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그로테스크

의 ‘추’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 하

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낭만주의 시대,

즉 17세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

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

이 전개되었고6) 그로테스크가 양면성의 미학으로 대

두되면서 처음으로 비평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는 그로테스크

를 공상보다는 사실에 관계시키는 한편, 그것을 숭고

와 대비되는 미학적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그로테스

크와 숭고가 결합하여 고전주의가 도달치 못한 낭만

주의의 완벽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낭만주의 논자들과 함께 그로테스크가 낭만주의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문학적 변방으로부터 예술전반의

중심부로 그 무대를 이전할 수 있었다.7)

18세기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캐리커추어와 관련됨

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부자연스러운, 부조리 등을 의

미하였으며 그로테스크가 조롱과 배격의 대상으로8)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낭만주의 퇴조와 함께 19

세기 말 경 그로테스크가 축소되다가 20세기에 들어

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던 최초의 학자

인 독일의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

에 의해 그로테스크가 집대성, 비평적 언어로 확립되

었다.9) 카이저는 1957년 그의 저서 예술과 문학에

서의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

rature 에서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을 “적대적, 소외적,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함

으로써 그로테스크의 소외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진 것, 소외된 것

의 표현이라는 견해와 함께 그는 그로테스크를 죽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공포에 관계시키며10) 죽

음, 공포 등의 부조리한 것들을 통해 그로테스크의

섬뜩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로테스크의 형태를

분리 돤 영역의 혼합 속에서 정적인 것의 파괴, 물질

계의 붕괴, 질서의 해체, 개성적인 개념의 파괴, 역사

적 순리의 분열 등으로 규정하고, 그로테스크의 구조

를 무서운 것과 우스운 것의 이중적 모순으로 보았

다.11)

반면에 러시아의 철학자 미하일로비치 바흐찐

(Mikhail M. Bakhtin)은 오히려 무서움으로부터 해

방과 관련된 유쾌함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바흐찐은

그로테스크의 육체적인 과장의 요소에 입각한 공식

적인 삶의 파괴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소한 그로테스

크는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것과 강한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2)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은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의 문학작품에서 그로테스크란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 희극적이고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

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라 했다. 쾌와

불쾌, 웃음과 공포와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 있는 이미지, 양식, 또

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

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면성의 감흥을 가

리킨다. 이렇게 이질성, 양면성, 복수성의 공존과 충

돌로부터 그로테스크 미학이 수립되는데 그것은 과

대, 과장, 과도, 과잉과 같이 정도가 지나친 초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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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13)

크리스찬 톰젠(Chirstian Thomsen)의 그로테스크

는 첫째,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

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으로 인한 부조화 둘째, 아

이러니와 패러독스와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인 것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것 셋째, 정상적

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그리고 공상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당면현실이라는 사실 넷째,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감을 동시

에 체험하는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있다.14)

그로테스크의 오늘날의 정의에 대해 고정되기보다

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15)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하지 않

은 상태이다.

2. 그로테스크의 특성
복합적이고 다충적인 미적 범주16)에 속하는 그로

테스크의 특성은 카이저, 바흐찐, 톱슨, 톰젠 등의 견

해와 그로테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공포

성, 비정상성, 유희성, 유희성, 부조화성으로 구분하

였다.

1) 공포성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를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강조

하며 예술의 불합리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묘사하

고, 삶과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며, 적대적, 소외적,

비인간적인 특성을 묘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음울하고

공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17) 그리고 크리스토프 빌

란트(Christoph Martin Wieland)는 그로테스크의 공

포성을 괴물과 함께 언급하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나

타나는 그로테스크 현상은 혐오스러움을 통해 시대

적,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킴으

로써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18)

2) 비정상성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

는 사회적 금기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적

욕망에서 비롯된다.19) 바흐찐은 기형적인 신체로부터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며20), 신체 구조가

비합리적, 비정상적, 비체계적으로 형상화되어 신체

의 특정 부분이 생략, 반복되거나 특정 형태의 위치

나 방향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과 결합, 혹은 형

태나 용적을 바꾸어21) 신체를 왜곡시킴으로써 우습

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역겹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필립 톰슨은 쾌감과 공포, 재미와 혐오, 유쾌

함과 불쾌함과 같은 양면적인 감정을 동시에 체험하

는 것을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으로 보았는데 공인

된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난 쾌감으로부터 이러한 규

범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공격당했다고 여기는

순간 쾌감은 공포가 되어 그로테스크를 느끼게 된다

고 하였다.22)

3) 유희성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현대 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랄하며 경멸적이고 조

롱적이며 악마적인 특성을 갖는다.23) 이 웃음은 보는

사람을 경악하게 함과 동시에 섬뜩함과 가소로움을

느끼게 하는데24) 기대한 것과 달리 모순된 현실에

부딪쳤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끼는 놀라움, 환멸

감 등의 불쾌감이 희극적 표현에 의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이다.

4) 부조화성

톰슨은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을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상호 모순되는 것들의 조

합에 의한 불균형과 기이함이라고 하였다.25) 그리고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를 “소외된 세계(entfremdete

Welt)”라는 말로 표현하며, 양면적인 것. 대립적인

것들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친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게 되어 당황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긴장과

당혹스러움, 무서움과 낯설게 되고 부조화, 불일치의

루는 것들의 조합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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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미적특성과 미적가치

1.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
최근 메이크업 현상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창

의적인 발상과 독특한 표현양식으로 과거보다 더욱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앞에서 분

석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기준으로 좀 더 메이크업

에 근접되는 혐오스러운 공포성, 과장된 비정상성,

부정적인 유희성, 이질적인 부조화성으로 분류하여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메이크업의 그로테스

크적 조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혐오스러운 공포성

무섭고 혐오스러운 공포물이 혼란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인간이 받은 두려움을 치유하려는

욕망에서 생겨나듯이26) 그로테스크를 통해 인간은

현재 처한 상황과 죽음뿐만이 아닌, 삶의 공포를 직

시하고 현실세계에 대한 반항을 역설적으로 표현하

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27)은 2005~'06년 F/W, 빅터 랄프(Viktor

& Rolf)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이다. 핏기 없

는 차가운 얼굴의 하얀 피부에 눈과 입술만을 강렬

한 색채의 빨강으로 강조하고 있다. 무표정하고 경직

된 얼굴은 피부색와 더불어 그로테스크를 더욱 유발

시키고 아이홀에 칠한 빨간색의 새도우는 색상이 주

는 이미지로 인해 충돌을 느끼게 하며, 새빨간 입술

은 마치 호러영화의 장면을 연상시키며 섬뜩함을 조

성하고 있다. 보다 자극적인 메이크업은 현실을 대면

하고 공포를 극복하려는 힘으로 감지되는 그로테스

크 현상이 발견된다.

<그림 2>28)는 2008년 S/S,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레트로(retro)를 주제한 60주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에서 보여준 메이크업이다.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실험적인 디자인을 추구

하며 시대적인 트랜드를 앞서가는데 그의 창작성은

메이크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피부는 창백하

게 하고 눈썹은 생략한 채 짙고 강한 검은 색의 새

도우를 눈 주위에 칠해 움푹 패이게 한데서 죽음이

연상되며 우울하고 퇴폐적인 느낌이다. 번쩍이는 스

팽클이 가미된 검붉은 입술은 메탈이 전달하는 느낌

과 더불어 공포와 고통 속에 비명을 내지르는 분노

에 찬 인간의 모습으로 그로테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3>29)은 2008년 에르메스(Hermes)광고인데

디자이너 장폴 꼴띠에(Jean Paul Gaultier)는 ‘집시와

보헤미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메이크업 아티스

트 아키히로 수지야마(Akihiro Sugiyama)의 작품이

다. 헤르메스의 악마적인 표정과 흘겨보는 듯한 눈은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와 함께 마치 인간을 유혹하

여 파멸로 끌어 비인간성을 보여주려는 듯하다. 눈매

만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검은 색의 새도우을 사용해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절망적인 공포 속에

서도 사람들에게 냉소를 보내는 강인함을 보여줌으

로써 현대인들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환멸감을 느낄

정도로 사람을 질리게 하는 삶의 공포를 넘어서 마

치 자유로운 인생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시대상

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그림 4>30)는 2009년 Fall, 레디 투웨어(ready to

wear) 컬렉션의 런웨이(runway)에서 마크 제이콥스

(Marc Jacobs)는 퇴폐적인 펑크정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때의 메이크업이다. 창백한 피

부와 누드색의 입술, 눈썹은 무시하고 있다. 검정색

새도우로 눈 주위를 움푹 패이게 하면서 붉은 색을

눈두덩이 살짝 돌게 하여 어떤 생기를 불어 넣으려

는 듯 하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힘없

는 표정은 주위도 무시한 채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

도 찾을 수 없는 듯이 강박관념과 전율을 극적으로

나타내어 삷과 죽음의 공포로 표출된31)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위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을 살펴본 결과 창백한

피부표현과 눈매에서 혐오스러우면서 공포적인 이미

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썹은 무시하

고, 강하고 악한 느낌의 눈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

이 홀에 넓게 검은색의 새도우를 사용해 아래 위의

라인을 강조하고 움푹 패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색채에서는 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피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슬픔 그리고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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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5-’06 F/W,

collection, Viktor & Rolf

<그림 2> ‘08 S/S,

collection, Christian Dior

<그림 3> ‘08, Hermes 광고

- Gap Press, 2005

<그림 4> ‘09 F/W,

collection, Marc Jacobs

죄악, 타락을 나타내어 섬뜩한 느낌을 유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함도 함께 지녀 삶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짜릿한 공포를 즐기는 듯도 하다. 즉 현대인

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공포와 강박관념, 그리고 고

통을 혐오스럽게 형상화함으로써 공포스러운 괴기미

를 도출하고 있다.

2) 과장된 비정상성

비정상은 비정상화의 원리인 ‘변형(deformation)’

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변화

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대립된 변형이나 왜곡으로 독

특한 기형성과 불균형으로 나타내고, 소름끼치는 형

태로 괴상하게 창작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불쾌감

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메이크업에서의 비정상은

고상하고 정형화된 메이크업에 식상한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전통가치관을 파괴하고 인간내면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32)는 2005~'06년 F/W, 런던 컬랙션에서

피터 옌슨(Peter Jensen)이 발표한 작품이다. 눈썹도

눈도 입술도 무시하고 얼굴의 표정도 어떤 형태도

나타내지 않은 메이크업이다. 얼굴 전체에 강렬한 파

란색을 뒤덮어 과장과 극단으로 인체를 왜곡하고 전

통적인 미의 관념을 전복시키고 있으며 비정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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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05~'06 F/W, collection,

Peter Jensen

<그림 6> '10 F/W, collection,

Yves Saint Laurent

<그림 7> '09-'10 F/W, collection

Hokuto Katsui Naoyagi

<그림 8> '07 S/S,

collection, John Galliano

해 놀라움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메이

크업은 새롭고 쇼킹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대중

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대담한 표현방식을 보

여줌으로써 인간존재의 가치 상실과 시간의 흐름도

유행도, 현실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듯 그로테스크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림 6>33)은 2010년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의 그래

픽적이며 럭셔리한 컬렉션에서 보여준 메이크업으로

아티스트 톰 페슈(Tom Pecheux)의 작품이다. 눈을

가린 앞머리로 인하여 미래를 볼 수 없을 것 같고,

얼굴에서 단지 입술만을 나타내었는데, 입술은 메이

크업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색상이 아닌, 글로시한

검은색으로 표현하여 왜곡을 통해 비정상적인 그로

테스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정형화된 메이

크업에서 벗어나 극단과 과장으로 미지의 영역에 대

한 불안감을 표출하여 현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공포나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왠지 고급스럽고 진지한 이미지로 변신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모순된 그로테스크를 표출하고 있다.

<그림 7>34)은 2009~'10년 F/W, 토쿄 컬렉션

(TOKYO collection)의 호쿠토 카츠이 나오야키(Hokuto

Katsui Naoyagi) 작품이다. 얼굴을 이분화하여, 메이

크업 개념에서 완전 탈피하여 아래 부분에만 하얗게

칠하고 다른 어떤 색조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채, 가

시를 얼굴에 드리우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자연

스러운 메이크업을 포기하는 형태이고, 가시 오브제

의 도용은 아름다움의 균형을 파괴하고 직접적인 공

포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소도구를 사용한 것으로써

오히려 작은 공포와 고통은 잊게 하려는 효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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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인위적이고 자극

적인 구조물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현실을 역설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과장이나 왜곡의 수단으로

도구를 통해 부정적 현실의 드러나지 않은 실상을

포착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35)은 2007년 S/S, ‘디오르 메종 60주년’의

컬렉션에서 팻 맥그래쓰(Pat McGrath)가 보여준 메

이크업이다. 무표정한 얼굴과 하얀 피부표현에 어느

것 하나 제 위치에 없는 메이크업인데 눈썹은 멀리

위에 떨어져 있으며 가늘고 인위적인 커브로 과장되

어 있다. 새도우는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지저

분하고 왜곡된 메이크업으로 처리한데서 고의적인

불협화음이 발견된다. 입술도 형태는 파괴하고 어두

운 색상을 사용하여 일그러짐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

는데 일반적인 것이 파괴된 갈리아노의 상상력과 공

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무형식을

도용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메이크업의 극단적인

표현 양식은 예측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메이

크업을 통해 그로테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과장된 비정상적인 그로테스크 메이

크업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기존의 정형

화된 메이크업을 거부한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를 표

현하지 않고 무형식이고 부자연스럽고 불협화음이

특징이다. 세련되고 멋진 메이크업을 부정하고, 상징

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왜곡되게 과장하고 거칠고

무모한 표현을 통해 사회적 위기의식, 좌절감 등 허

무주의 의식과 행동과 병적인 마음을 일그러지게 나

타내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3) 부정적인 유희성

프로이드(Freud)가 그로테스크는 희극적인 것을

통하여 공포를 처리하는 과정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이는 희극적인 것을 통해서 위협을 멸시하고 조롱함

으로써 그 위협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방어적 웃음과 같은 맥락이다. 그로테스크의 웃

음은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

한 유머나 유희와는 차별성을 갖으며36), 상호 모순되

는 이질적인 결합으로서 현실을 벗어난 부정적인 의

미를 내포한다.

<그림 9>37)은 2005년 S/S, 칼 라거펠트(Karl Lager-

feld)가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샤넬 컬렉션에서 발표

된 메이크업이다. 각진 눈썹과 핑크빛의 블러셔는 부

조화와 유치함으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그로테스크한

일면이 발견된다. 눈썹은 정상적인 눈썹이 아닌 인위

적으로 그린 것으로 두껍고 각지게 그려줌으로써 거

대함과 강함을 연상하게 하여 마치 이집트 시대의

눈썹 같기도 하다. 거기에 양 볼은 수줍은 소녀같이

볼그레하게 채색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허물어 버리고 웃음으로

유도한 그로테스크가 목격된다.

<그림 10>38)은 2010년 S/S,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는 할로윈 파티같은 컬렉션에

서 현실세계를 알 수 없는, 마치 가면과 같은 느낌으

로 하얗게 피부표현을 하고 눈도 무시하고 있는 메

이크업을 보여준다. 다른 색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빨간색만으로 팽귄같은 작고 선명한 입술로 해

학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는 노출하지 않고 마치

상대방을 조소하는 듯한 표정과 더불어 놀림의 유희

적인 그로테스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1>39)은 2009~'10년 F/W,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는 상업주의를 다시 등장하게

만든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신랄한 풍자와 진보

적인 대안의 의미를 가진 컬렉션에서 보여준 메이크

업이다. 피부는 핏기없이 질린 듯 하얗게 칠하고, 눈

썹은 생략한 채 마치 과장된 어릿광대처럼 크고 빨

간 입술만을 강조했다. 사고를 당한 듯 붕대를 감은

헤어스타일은 과장된 웃음으로 부조화속의 우스꽝스

러운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나타내 현대 사회의 양면

적인 극단을 보여준다. 큰 사고 속에서 엉뚱하게도

익살스러움을 표출한 것은 그로테스크의 속성상 양

극에 우스운 면과 무서운 면을 동시에 지니며 서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40) ‘공포를 웃음으로

변형 시킨다’는 바흐친의 그로테스크의 개념에서와

같이 모순된 유희라고도 하는데 끔직스러운 면을 표

면으로 끌어내어, 거기에 희극적 관점을 도입함으로

써 고통을 덜어 주는데 도움을 주게 한다.

<그림 12>41)는 2007년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60년대의 퓨처리즘과 80년대의 테일러링을 절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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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05 S/S, collection,

Karl Lagerfeld

<그림 10> '10 S/S, collection,

Vivienne Westwood,

<그림 11> '09-'10 F/W,

collection, Alexander

McQueen

<그림 12> '07.

Balenciaga

- Vogue Paris, 2007. 9

믹스한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이다. 마치 가벼

운 웃음거리 장면의 퍼포먼스 같은 메이크업인데 유

머스러움 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발하고 괴상

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으로 오늘날 문화적인 코드로

자리 잡은 엽기적인 디자인을 엿 볼 수 있기도 하다.

눈썹을 제 위치에 그리지 않고 과장된 형태로 강조

하며 눈두덩이의 새도우 역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일반적인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벗어나고, 눈 아래에

도 깃털 같은 모양을 그려 왜곡되고 추상적 표현으

로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였다.

현실세계의 경직된 한계성을 비판하고 무한한 상상

력과 자유의지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유희적인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유희적인 그로테스크 메이

크업의 조형적인 면은 저속한 색채와 산만한 표현으

로 섬뜩함과 유머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괴기한 이

미지에서 흔히 사용되는 즉 검은색의 남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다. 형태는 정형화되기 보다는 무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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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며, 가면 같은 얼굴에서 속내를 감추고 비판하

고 풍자하고 싶은 현 사회상을 제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성은 기괴함과 유머

를 함께 동반하고, 이렇게 모순된 표현은 놀라움, 환

멸감 등의 불쾌감이 희극적 표현에 의해 극복된 웃

음으로 유발하고, 충격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4) 이질적인 부조화성

이질적인 것끼리의 결합은 상반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소재의 비 일상성, 초현실적 요소의 도입, 인간

과 동물의 결합된 원시적인 형태와 인간과 기계적인

것 또한 가상공간과의 결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

타나 아이러닉하고 때로는 부조화의 조잡한 형태로

그로테스크의 일면을 보여준다.

톰젠은 이질적인 부분들에서 식물적인 것, 동물적

인 것, 인간적인 것, 메카니즘적인 것, 기계적인 것이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이

미 인정된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

효화시키거나 전도시키고, 의식적으로 기대영역에 환

멸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42)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그

로테스크에서는 지각자로 하여금 당황과 불안, 충격

을 주어 비평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림 13>43) 2005~'06년 A/W, 컬렉션의 콤므 드

가르숑(Comme des Garcons) 작품인데 broken bride

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신부에게 얼굴전체를 새하얗

게 뒤덮고 양볼에는 붉은 색이 아닌 검정색의 블러

셔를 강하게 표현하고, 한 쪽 눈에는 꽃모양의 오브

제를 사용하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합했다. 기쁘

고 행복해야 할 신부에게 전혀 다른 이미지, 오히려

놀라움과 환멸감를 유도하고 관념적인 결혼을 파괴

한 부조화의 그로테스크를 발견하게 한다. 극단적인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결혼에 대한

현실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44)은 2010년 S/S 컬렉션의 기괴한 비주

얼의 창조자,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이다. 그는 런던

패션의 가장 어둡고 음울하면서도 도발적인 패션쇼

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대표적

인 디자이너라고도 한다. 늘 새롭고 기발한 시도로

패션계에서도 ‘앙팡 테리블(enfant terrible)’45)이라고

불렸고, 또한 맥퀸의 패션쇼는 예측할 수 없는 광기

의 쇼라 불리기도 했다. 그의 디자인에는 늘 죽음에

대한 동경이 서려 있었고, 결국 2010년 사망에 이르

게 되었다. 2010년 컬렉션의 메이크업은 그가 주로

차용했던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어 신비롭고

야수적인 동물의 이미지와 인간의 정신을 동시에 지

닌 마력으로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모호한 이질성은

인체를 동물화시킴으로서 인간 존재의 하락이라는

섬뜩함을 야기하여 소외되고 억압된 것에 대한 물음

을 제기하면서 이를 맥퀸 만의 감성으로 표현한 재

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보여주는 것이다.46)

<그림 15>47)은 2009년 S/S 컬렉션의 장 폴 고티

에 작품이다. 그로테스크하고 도전적인 디자이너로서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탈피하여 그 만의 독특한 미

적세계를 메이크업에도 반영하여, 실험적이고 대담한

메이크업을 시도하고 있는 예이다. 랑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프레드 파루지아(Fred Farrugia)와 함께

장식적인 소재, 레이스(lace)를 도입하여 메이크업을

한 위에 덧붙여 소재의 두드러진 대조로 부조화를

통해 어떤 새로움을 강하게 추구하며 시선을 집중시

키고 있다.

<그림 16>48)은 2010~'11년 F/W,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액세서리 광고의 메이크업이다. 헤어는 엉망

인 듯하고 인형 같은 메이크업에서 그녀는 현실의

어두운 이면을 그려내려고 한다. 풀어헤쳐 흘러내리

는 머리와 눈의 메이크업은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이미지처럼 보여 인간과 동물을 결합하여 새롭고 극

단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으로 짐작

된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혼합된 메이크업은 관찰

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동물의 인격화라는 공상적

이며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그로테스크를

발휘하고 있다.

이질적인 부조화의 메이크업을 살펴 본 결과 조형

적인 면에서 보면 주장하는 것이 없고 예측할 수 없

는 형태의 메이크업을 나타낸다. 단지 다른 요소들의

결합과 과장되고 왜곡되어 부자연스럽고 조잡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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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09 S/S,

collection, Jean Paul

Gaultier

<그림 16> '10～'11 F/W,

collection,

Vivienne Westwood

태를 시도함으로써 어떤 새로움을 강하게 추구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공존한다는 점, 그 모순되어 보이는 것의 한쪽이 다

른 쪽을 압도 하지 않고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통해 그로테스크의 중요한 특징 중 ‘양면성’이

라는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

2.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이 지닌 혐오스러운 공포성,

과장된 비정상성, 부정적인 유희성, 이질적인 부조화

성의 특성을 통해 인간의 가치, 관습으로 부터의 자

유와 인간의 삶과 죽음 이라는 미적 가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에서 인간의 가치

라는 미적 가치는 인간의 존재를 현실과 이상 속에

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또 극복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메이크업은 자연

스러운 미가 아닌 혐오스럽고 증오, 공포, 분노, 좌절,

고통 등을 투사하며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강박관념을 형상화하는 방법을 차용하여 사회적위기

의식을 이겨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동물화에서

보여준 섬뜩한 이미지, 즉 동물의 의인화, 인격화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간의 허상을 지

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인간의

소외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

라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서 인간의 가치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악마적이고 공포스럽고 자극적으

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미적 쾌감을 유도하고 두려

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듯 하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에서 관습으로부

터의 자유라는 미적 가치가 도출 된다. 지나치게 왜

곡하고 과장하고 무형식적이고 비전통적인 예술 표

현기법을 강조하면서 보여준 메이크업은 일상의 규

칙이나 길들여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

인의 생활을 지적하고 조소, 풍자하여 자유에로의 욕

망을 표출한 것으로 목격된다. 현실의 부조리에서 느

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을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의 해학적 표현으로 극복한 것으로 해석된

다. 즉 현실세계에서 경직된 한계성을 비판하고 무한

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사

회적 해방감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 메

이크업에서 관습으로부터의 자유는 기존질서를 해체

하고 확장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고 모순된 현실에

부딪쳤을 때, 자아를 발견하고 해방적 기분을 얻으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미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상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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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5년~2011년 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되고 일련의 불일치한 그로테스크의 메이크업은 죽

음이나 질병 또는 어둠을 나타내는 악마적인 모티브

나 연출에다 지극히 전형적인 미를 조합하는 등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경계초월의 의지를 나

타내면서 양면성이라는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극단과 과장의 메이크업은 죽음이라든지 미

지의 영역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여 현대인들의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적으로 나타내어 현실을 극

복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파괴적

인 아름다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죽음은 현실과 관

련시켜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이지만 현실적인 새로

운 관점에서 실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기회

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서 인

간의 삶과 죽음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해석

으로 인간 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자기성

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그로테스크의 메이크업 특성

을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서로의 연관성을 표시하

며 내적의미를 도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Ⅳ. 결론
문화예술전반에서 기존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는 획일화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

성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 다양한 미적형식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조형질서와 더불어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그로테스크가 메이크업에서 작용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현실세계에 대한 비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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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이고 과장된 스타일의 패턴과 강렬한 색채를

통해 컬렉션과 광고 등에서 나타났다. 개성적인 메이

크업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사고와 창작성을 발휘하

여 다양한 미적형식으로 쏟아 냈는데, 불완전하고 파

격적인 스타일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메이크업 현상

은 혐오스러운 공포성, 과장된 비정상성, 부정적인

유희성, 이질적인 부조화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스러운 공포성은 창백한 피부표현과 눈

매에서 혐오스러우면서 공포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검은색을 강조하고 글로시

한 질감 등에서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

었다. 슬픔 그리고 죽음, 죄악, 타락을 주제로 하고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공포와 강박관념, 그리

고 고통을 몽환적이고 혐오스럽게 형상화했다. 잔혹,

고통, 혐오, 더러움, 공포 등이 목격되는데, 마치 삶

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히려 짜릿한 공포를

즐기는 듯도 하다.

둘째, 과장된 비정상성은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하

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왜곡과 과장으로 무형식적이

다.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현대사회에 대한 고발

을 비정상적이고 섬뜩한 이미지로 표출하고 미적특

성은 왜곡, 과장, 무형식, 비전통적, 퇴폐적, 지저분하

고 충격적이다.

셋째, 부정적인 유희성은 천박하면서 저속한 형태

로 표현하고, 기괴함과 유머를 함께 동반하고 있으며

틀에 짜이고 억압된 폐쇄된 세계를 유동성과 개방으

로 이끄는 그로테스크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웃음 뒤에 충격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비

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현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냉소, 우스꽝스러움, 조소, 조롱, 가학성, 악마

적인 특성이 발견된다.

넷째, 이질적인 부조화성은 과장되고 왜곡되어 부

조화의 조잡한 형태를 시도하고 어떤 새로움을 강하

게 추구하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모순되어 보이

는 것이 공존하여 그 모순되어 보이는 것의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 하지 않고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간의 동물화, 비현실, 허구, 불쾌감, 양면성이

도출되었다.

그로테스크의 특성과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조형

적 특징을 분석하고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패턴을

통해 미적특성을 고찰한바 미적가치를 도출할 수 있

었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특징적 결과로서 인간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극복하면서 사회 부조리의

고발적인 면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관습,

관례로 부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원하여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확장하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에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삶과 죽음을 이겨내

려는 강한 의지를 통해 인간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고찰된 조형적 특징과 도출된 미적 특성

은 현대들이 요구하는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새롭고

파격적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 미래의 메이크업 패턴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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