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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ditional feminity has gradually been diversified in the 21th century due to a change in 
the society. This diversification of women's images and styles is derived from the addition of mas-
culinity to feminity. C. G. Jung insist that human being is bisexual in nature. Animus is the male 
aspect in the women's collective unconscious and it is the archetype through which we generally 
communicate with the collective unconscious. It is also important to get into touch with the col-
lective unconscious for self-re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subconscious desires based on the 
Animus archetype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women through the diversity of the gender 
identity shown in cosmetic advertise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marketing strat-
egy fot the women's beauty industry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an em-
pirical analysis of women's make-up and hair style in cosmetic advertisements through the 
Jungian Animus theor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gender identity repre-
sented in cosmetic advertisements was classified into Mother/Wife, Hetaira, Mediale and Amazon. 
Second, the Animus archetype stimulates masculinity in women's make-up and hair style. Third, 
range of utilization of cosmetic products is articulated with the diverse gender identity. This mas-
culinization of women's beauty style is the external expression of collective unconscious and af-
fords human being to reach self-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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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60년대에 페미니즘의 열풍과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배경으로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부

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사회문화적 형성물이라

는 이론과 함께, 문화적 성의 개념인 젠더(gender)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푸코(Foucault)와 라깡(Lacan),

리오타르(Lyotard) 그리고 데리다(Derrida)의 포스트

구조 주의 이론을 토대로 한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1)은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이에

주목하며 비고정적 여성성을 전제로 정형화되지 않

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추구했다.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도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원형이론2)을

기반으로 인간 내면의 양성성과 이원적 성 역할을

주장하며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이 표면적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 무의식

에 잠재된 원형 중 하나로, 남성 안에는 여성성인 아

니마가, 여성 안에는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억압 되어

있다. 이 두 원형이 무의식 속에서 해방되고 의식화

되어야만 인간은 자기실현을 통해 심리적으로 완전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성은 일정하지 않아 무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적 사고와 융의 아니무스 원형이

론을 뒷받침하듯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하며 남성적 특성과 결합된 새로운 여성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운들리스(Boundless), 인터섹슈얼

어댑터(intersexual adapter)3)와 같이 남성성과 여성

성을 모두 갖추거나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패션과 뷰티업계를 위시한 다양한

분야의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 학업과 운동, 경제적

능력까지 두루 겸비한 알파걸(alpha girl)4), 강하고

진취적인 스완족(swans: strong women, achiever, no

spouse)5), 남편 보다 돈 잘 버는 알파어너(alpha

earner)6), 여성성과 지배적 성향을 동시에 지닌 핑크

몬스터(pink monster)7) 등이 남성 위주의 사회를 지

배하는 파워 걸로 등장하며, 여성기업인 전용 비즈니

스센터, 여성 전용 오피스 타워 등 여성의 파워를 과

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양산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나

타나는 여성성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을 중심

으로 여성 이미지의 다원화와 그 원인에 대한 이론

적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패션8)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뷰티시장의 세분화 전문화에 발맞춰 다양한 성향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사회․문화 전반의 하이브

리드와 컨버전스 현상이 젠더 정체성의 다원화를 가

져오고 이러한 변화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가

시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젠더에 관한 융의 아니무

스 원형 이론을 토대로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

모델들의 젠더 이미지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의 젠더 이미지 유형

을 아니무스 원형이라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

어스타일의 표현기법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를 파악

하고, 빈도분석을 사용한 내용분석으로 젠더 정체성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지향하는 다양한 젠

더 정체성에 부합하는 뷰티 관련 신상품 마케팅 전

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인터넷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와 TV․인터넷․지면

광고 중 여성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을 규정할 수

있는 장면들을 택해 젠더 특성을 분석하는 실증연구

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5년간의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의

여성 화장품 광고 2,351장의 기초자료를 수집 하였다.

내용분석에 필요한 화장품 광고의 최종 선별에 앞서,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1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유형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고,

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 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을

가진 전문가 3명이 2차 분석에 참여하여 유형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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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의 젠더 정체성 유형

Bem

(1974)9)

남성성 남성의 성역할 특성을 높게 가진 경우

여성성 여성 성역할 특성을 높게 가진 경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모두 높게 가진 경우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 모두 낮게 가진 경우

정세희․양숙희

(2002)10)
남성성

전형적 남성

여성성

전형적 여성

성적대상화된 남성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여성

신남성 남성화된 여성

초남성 양성화된 여성

최나리․우주형

(2007)11)

여성성 신체노출, 장식

남성성 남성성 강한 아이템

양성성 여성상체와 남성하체의 공존

중성성 신체곡선의 은폐, 얼굴 은폐

여성성

전통적 여성

관능적 여성

양성적 여성

남성적 여성

<표 2> 본 연구의 여성 젠더 정체성 유형 분류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광고와 이미지가 중첩

되는 광고, 그리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규정할 수 없는 광고들을 제외한 후, 여성 화장품 광

고 1,547장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Ⅱ. 젠더에 관한 융의 아니무스 이론
1. 젠더의 개념과 특성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가변적 성을 말

한다. 젠더에 관한 담론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으

로, 한 사회의 여성성과 그 내용은 문화와 시대마다

다르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적인 남성

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의미를 변화12)시키며, 양성성

이라는 대안적 젠더가 대두되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

니스트13)들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므로 젠더적 고정관념이 없는 양

성적 사회가 이상적이며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고 생각

되는 특성을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발

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남성

화되거나 남성이 여성화되고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의식세계를 지닌 양성적 이미지를 이상적으

로 여기게 되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남

성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삶을 떠나 인간 자체로

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었다고 보았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 Bem의 연구

를 시작으로 양성성을 기반으로 한 젠더 정체성에 관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의 유형을 다음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2. 융의 아니무스 원형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도 남성과 여성 호르몬을 모

두 가지고 있듯이, 융은 심리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가진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생물

학적인 성과 일치하는 성의 특징은 의식화되고 그와

반대되는 성향은 무의식으로 내면화된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로, 여성 정신

의 남성적 측면이며 페르소나와 대비되는 정신의 내

면을 의미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균형을 이루면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정신의 남성적 측면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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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행동에 표현된다. 반면 사회화 과정에서 페르소

나가 우선시되어 아니무스가 억압되고 미발달되어

제대로 의식화되지 못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불균형

으로 부정적인 활동이 생겨나는데 아니무스가 투

사14)되어 밖의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아니무스에 사

로잡히게 되면15), 인격이 변화하여 심리학적으로 반

대 성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게 된다. 두 경우 다 인간으로서의 개성, 매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적 요소를 의식에

통합해 전체를 실현하는 아니무스의 의식화는 자기

실현과 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자아는

사회의 외적 요구와 집단무의식의 내적 요구 사이에

서, 페르소나와 아니무스 사이에서 이성적인 힘과 비

이성적인 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이를 참고

이겨내면 ‘창조적 업적의 원동력’16)이 되거나 자신의

행동에 활기를 줄 수 있다.

3. 여성성의 네 가지 구조적 형태
융 이론의 계승자이며 동반자인 토니 볼프(Toni

Wolff)는 여성의 구조적 형태를 어머니/아내의 형태,

고대 그리스의 고급 기생을 뜻하는 헤타이라(Hetaira)

형태, 중개자라는 뜻의 메디알레(Mediale) 형태, 그리

스 신화의 호전적 여인족인 아마존(Amazon)으로 분

류하였다.17) 시․공간을 초월한 원형적 구조를 가진

이 네 가지 형태 중 모든 여성들은 하나의 특성을 강

하게 가지고 태어나고, 네 가지 형태에 대한 고른 경

험을 통해 내적인격을 정신에 통합할 수 있게 된다.

1) 어머니/아내

어머니/아내의 형태는 모성을 지니고 있어 어려움

을 당하고 있는 사람,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따

뜻하게 보살피고 감싸며, 인정을 베풀고 가르쳐 성장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에서는 가장

의 위엄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충실히

한다. 역사적 인물 중 나이팅게일을 비롯해 다른 사

람을 돕는 여성의 형태다. 그러나 지나친 모성성은

아이들의 자립심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2) 헤타이라

헤타이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본성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의 자아의 뒤쪽에 숨겨진

그림자를 자극해 건강한 정신생활로 인도하고, 남성

들이 사회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전체적인 자기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헤타이라 형태의

여성들은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여, 남성들을 착각이나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3) 메디알레

어느 한 편에 이끌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중개

자이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분위기와 문화적 가치에 이끌린다. 메디알레 유

형은 집단 무의식의 의식화를 자극해 무의식을 의식

에 통합시켜 인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을 지배하지 않도

록 주의하고 경계를 의식하면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

을 촉진하게 된다.

4) 아마존

여전사의 이미지로 남성들과의 상호관계를 단절한

채 독립적이고 남성들과 지속적인 경쟁구도를 이룬

다. 한 남자의 아내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명

예를 쟁취하고자 한다. 사회적 권력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오늘날 점차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여성성을 배제한 채, 남

성적인 요소들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다 보면 여성의 장점인 인내와 이해심이 상실되어가

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Ⅲ.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분류 및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1. 아니무스 원형의 의식화 정도에 따른 여성

이미지 유형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젠더

이미지 유형을 토니볼프의 여성의 구조적 형태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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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전통적 여성 이미지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상

아니무스

상태

집단 무의식이 자아에 의식화되지 못한 상태

아니무스 잠재상태

여성성>남성성

<그림 1> Marry me

Lanvin, 2010

- http://www.punmiris.com

<표 4> 어머니/아내 유형의 특징과 아니무스 원형의 상태

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이미지를 I.R.I 형용

사 이미지 스케일18)로 분석하였다. ‘부드러운(Soft)-딱

딱한(Hard)'과 동적인(Dynamic)-정적인(Static)의 두

개의 축을 가진 이미지 공간에서 ‘부드러운(Soft)’,

‘정적인(Static)’ 축은 여성성, ‘딱딱한(Hard)’, ‘동적

인(Dynamic)’축은 남성성을 의미한다.

1) 여성 이미지 유형별 특징

(1) 어머니/아내 유형 - 전통적 여성 이미지

어머니/아내 유형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운명에

순종적이며 수동적이며 남성에 의해 행복과 절망을

느끼고 의존적인 종속적 여성의 이미지다. 집단 무의

식 속 아니무스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자아로 의식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4>의 <그림 1>19)과 같이 바

람에 날리는 긴 머리에 가느다란 목선을 가진 연약

하고 남성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외모의 모델들이

남성들의 품 안에서 상냥하고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전통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2) 헤타이라 유형 - 관능적 여성 이미지

아름답고 관능적인 자태로 남자의 몸과 마음을 빼

앗아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팜므파탈 이미지이다. 성적

대상 또는 타자로서의 여성성이 아니라 육체적인 매

력으로 남성을 지배하려는 능동적, 도발적, 유혹적인

차림새의 관능적이고 글래머러스한 여성이다. 아니무

스가 의식에 접근한 상태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전

통적 여성상과는 차이가 있다. <표 5>의 <그림 2>20)

와 같이 인체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육감적인 포즈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3) 메디알레 유형 - 양성화된 여성 이미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공존하는 양성적 이미지로

정신의 균형을 추구한다.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 완전

한 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현대에는 남성의 파워와 여성적 매력을 겸비

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표 6>의 <그림 3>21)과 같

이 테일러 슈트와 같은 남성적 아이템에 여성적 뷰

티스타일 요소를 추가하여 역설적 관능성을 표현한

다. 여성이 남성적 복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아니무

스와의 의도적인 동일시이지만, 남성에 대한 열등감

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성숙의 한 과정으로 이용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상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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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

도발적인 여성상

아니무스

상태

집단 무의식이 자아로 접근하는 과정

아니무스가 의식에 인접한 상태

여성성>남성성

<그림 2> Ange ou démon

Givenchy, 2010

- http://www.dontmiss.fr

<표 5> 헤타이라 유형의 특징과 아니무스 원형의 상태

특징
양성화 된 여성 이미지

독립적이고 파워풀한 여성상

아니무스

상태

집단무의식이 자아에 의식화되어 균형을 이룸

아니무스의 의식화

여성성=남성성

<그림 3> Elle intense

Yves Saint Laurent, 2008

- http://www.punmiris.com

<표 6> 메디알레 유형의 특징과 아니무스 원형의 상태

(4) 아마존 유형 - 남성화된 여성 이미지

활과 창을 다루기 편하도록 오른쪽 유방을 도려내

었다고 전해지는 아마존 유형의 여성들은 이성적, 논

리적으로, 남성에게 의존을 거부하고 공격성, 능동성,

저항성을 가지고 사업, 학계, 과학, 군사, 정치 영역

에서 활동하며 남성들의 세계에 속하길 바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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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남성화된 여성 이미지

공격적인 여성상

아니무스

상태

집단 무의식이 자아를 사로잡은 상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

여성성<남성성

<그림 4> Pure

Jil Sander, 2003

- http://www.punmiris.com

<표 7> 아마존 유형의 특징과 아니무스 원형의 상태

여성이미지

시기
어머니/아내 헤타이라 아마존 메디알레 계

1996년-2000년
n 198 55 67 47 367

% 53.95 14.99 18.26 12.80 100

2001년-2005년
n 315 116 57 28 516

% 61.04 22.48 11.05 5.43 100

2006년-2010년
n 369 173 40 82 664

% 55.57 26.05 6.02 12.36 100

계
n 882 344 164 157 1547

% 57.01 22.24 10.60 10.15 100

<표 8> 여성 이미지 유형별 빈도와 비율

7>의 <그림 4>22)와 같이 여성성을 의도적으로 배제

한 남성적 여성 이미지다. 집단 무의식에 내재한 아

니무스가 지나치게 의식화되어 사로잡힌 상태로 여

성성이 아니무스에 지배되고 의식에서 밀려나 질식

되어 남성적 여성 이미지를 보인다.

2) 여성 이미지 유형별 출현빈도와 포지셔닝

시기별 여성 이미지의 유형의 빈도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시기에 걸쳐 전통적 여성성인 어머니

/아내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의 아

름다움을 극대화시켜야하는 화장품 광고의 특성상 화

장품 광고에 나타나는 전체 여성 이미지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다. 관능성을 강조하는 헤타이라 유형은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

기서 관능성은 남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특성으로

여겨지던 공격성과 지배성이 여성성의 측면이 관능성

과 어우러져 수동적인 이미지의 전통적 여성과는 구

분된다. 반면 아마존 유형은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되

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 후

반에는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이 급증하며 의

도적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남성적인 이미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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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아내 헤타이라

<그림 5> Lancôme

- http://www.mes-

parfums.com

<그림 6> Thierry Mugler

- Vogue Paris, 2010. 12.

메디알레 아마존

<그림 7> Yves Saint Laurent

- http://www.imagesde

parfums.fr

<그림 8> Christian Dior

- http://fr.flash-screen.com

<표 9> 화장품 광고 속 여성이미지 유형별 특성 포지셔닝

하려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독립적, 공격적, 지배적,

저항적인 남성적 특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2005년 이

후에는 남성적인 외모가 사회적 능력과 더 이상 동일

시되지 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인정받는 사회

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남성성을 추구하는 여성 이미

지가 화장품 광고에서 감소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니무스 원형의 외적 발현 정도에 따른 여성 이미

지 유형별 특성을 포지셔닝 해보면 다음 <표 9>와 같

다. <그림 5>23)의 어머니/아내 유형과 <그림 6>24)의

헤타이라 유형과 같이 여성성이 강조된 모습이 화장

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주를 이루면서도

<그림 7>25)의 양성적 여성, <그림 8>26)의 남성적 여

성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여

성들 심연의 아니무스가 여러 단계로 의식화 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여성 이미지와 직면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며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나

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융의 이론에 근거한 여성 이미지 유형에 따
른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여성 이미지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스타일 분석을

위하여 우선 전체적인 메이크업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고 순수한 느낌의 내추럴 메이크업(Natural

make-up), 관능미를 강조한 글래머러스 메이크업(Gla-

morous make-up), 양성적인 이미지의 마스큘린 페

미닌 메이크업(Masculine feminine make-up), 강하

고 공격적인 느낌의 펑크 메이크업(Punk make-up)

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피부 메이크업(base make-

up)과 눈썹 메이크업(Eyebrow make-up), 아이 메이

크업(Eye make-up), 치크 메이크업(Cheek make-

up), 립 메이크업(Lip make-up)으로 분류해 색상,

형태, 질감을 분석하였다. 피부색은 흰 피부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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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이미지

여성이미지 유형

내추럴

메이크업

글래머러스

메이크업

마스큘린 페미닌

메이크업

펑크

메이크업
계

어머니/아내 유형
n 472 328 46 36 882

% 53.51 37.19 5.22 4.08 100

헤타이라 유형
n 73 135 98 38 344

% 21.22 39.24 28.49 11.05 100

메디알레 유형
n 43 31 53 30 157

% 27.39 19.75 33.76 19.10 100

아마존 유형
n 18 37 50 59 164

% 10.98 22.56 30.49 35.97 100

계
n 606 531 247 163 1547

% 39.17 34.32 15.97 10.54 100

<표 10> 여성 이미지 유형별 메이크업 이미지

색 피부, 어두운 피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흰 피부는 여성성, 어두운 피부는 남성성으로 구분하

였다. 피부질감은 글로시, 크리미, 매트로 분류하고

글로시는 여성성, 매트는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눈

썹 색상은 블랙 계열, 그레이 계열, 브라운 계열로

분류하여 블랙 계열은 남성성, 브라운 계열은 여성성

으로 구분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은 브라운, 핑크, 오

렌지, 바이올렛, 무채색 계열로 분류하였다. 치크 메

이크업 색상은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브라운 계열

로 분류하고, 핑크계열은 여성성, 브라운 계열은 남

성성으로 구분하였다. 립 메이크업 색상은 레드계열,

핑크계열, 오렌지계열, 브라운계열로 분류하고 레드

와 핑크, 오렌지 계열은 여성성, 브라운 계열은 남성

성으로 구분하였다. 치크 메이크업의 형태는 기본형,

둥근형, 사선형으로 분류하고 기본형과 둥근형은 여

성성, 사선형은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화장품 광고의 여성들 전체의 31.17%

가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였다. 여성 이미지 유형별

메이크업 이미지를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아내 유형

은 내추럴 메이크업, 헤타이라 유형은 글래머러스,

메디알레 유형은 마스큘린 페미닌, 아마존 유형은 펑

크 메이크업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다. 어머니/아내

→ 헤타이라 → 메디알레 → 아마존 유형으로 갈수

록 강하고 공격적인 느낌의 남성적인 메이크업 이미

지를 가지고 있었다.

헤어스타일 분석을 위해서는 길이, 질감, 색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길이는 쇼트(short), 미디엄

(medium), 롱(long)으로 분류하고 쇼트는 남성성,

롱은 여성성으로 구분하였다. 질감은 활동적 질감은

곡선과 비활동적 질감인 직선으로 분류27)하여 비활

동적 질감은 남성성, 활동적 질감은 여성성으로 구분

하였다. 색상은 모발색 10등급28)을 블랙(black)계열,

브라운⋅레드(brown⋅red)계열, 블론드(blond)계열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블랙계열은 남성성, 블

론드 계열은 여성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어머니/아내 유형 - 내추럴 스타일(Natural Style)

<표 11>의 <그림 9>, <그림 10>29), <그림 11>

과 같이 부드럽고 섬세한 외모를 가진 어머니/아내

유형은 남성적 요소가 배제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

일로 부드러운 여성성을 나타낸다. 한 듯 안한 듯 자

연스러움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특징적이다. 피부표현

은 깨끗하게 커버되지만 촉촉함이 유지되고 진주펄

의 사용으로 화사함과 부드러움으로 윤이나고 투명

한 피부톤이다. 자연스러운 눈썹 형태와 아이 메이크

업은 엷은 내추럴한 색상과 파스텔 계열이 주를 이

루고 강한 색상이 절제되어 순수하다. 핑크 톤의 치

크 컬러와 누드톤의 립 메이크업이 청순하면서도 신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헤어스타일은 생물학적으로 여성

지향 가치특성이 높은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가 강

한 긴 기장의 헤어, 곡선이 있는 컬러나 웨이비 헤어

가 특징적이며 특히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밝은 색

컬러가 주를 이룬다. 맑은 이미지를 위주로 부드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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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agnifique

Lancôme, 2008

- http://www.mes-parfums.com

<그림 10> 마몽드

아모레퍼시픽, 2008

- http://www.dailycosmetic.com

<그림 11> Marry me

Lanvin, 2010

- http://www.punmiris.com

미적특성 순수성, 수동성, 종속성

구분 특 징
젠더 특성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피부

메이크업

색상 흰 피부 √

질감 글로시(glossy) √

눈썹

메이크업

형태 표준형 √

색상 브라운(brown)계열 √

아이

메이크업

형태 표준형 √

색상 핑크(pink)계열 √

치크

메이크업

형태 둥근형 √

색상 핑크(pink)계열 √

립

메이크업

색상 핑크(pink)계열 √

질감 글로시(glossy) √

헤어

스타일

길이 어깨선 아래의 롱(long) √

질감 활동적 질감(곡선) √

색상 브라운(brown)⋅레드(red)계열 √

스타일 자연스러운 웨이브 -

<표 11> 어머니/아내 유형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 내추럴 스타일

안정된 여성스러움과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이다.

2) 헤타이라 유형 - 글래머러스 스타일(Glamorous

Style)

<표 12>의 <그림 12>30), <그림 13>31), <그림

14>32)와 같이 여성스러운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키르케 유형은 부분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베어

룩(bare look) 또는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 스타일 차림으로 관능

적인 여성 이미지를 표현한다. 메이크업 스타일은 관

능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가

늘고 긴 아치형의 눈썹과 길게 빼서 강조한 아이라인

으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강한 레드 립 컬러로 클래식

하고 풍만한 여성의 이미지를 더욱 고조시켰다. 아이

메이크업과 더불어 강조되는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글로시한 느낌으로 섹시한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헤어스타일은 동그란 형태나 밑에 볼

륨이 있는 형태로, 밝은 색 블론드계열 헤어컬러가

주류를 이루며 웨이브가 있고 풍성한 볼륨감이 있거

나,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헤어스타일울 보였다.

3) 메디알레 유형 - 마스큘린 페미닌 스타일

(Masculine feminine style)

<표 14>의 <그림 18>33), <그림 19>, <그림 2

0>34)과 같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메디알레 유형은 남성의 역동성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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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référence

L'Oréal, 2008

- http://www.superficialdiva.com

<그림 13> Tom Ford

- Vogue Paris, 2010. 12.

<그림 14> Céline

- Vogue Paris, 2005. 4.

미적특성 관능성, 능동성

구분 특 징
젠더 특성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피부

메이크업

색상 흰 피부 √

질감 크리미(creamy) √

눈썹

메이크업

형태 아치형 √

색상 브라운(brown)계열 √

아이

메이크업

형태 아이라인 강조형 √

색상 오렌지(orange)계열 √

치크

메이크업

형태 기본형 √

색상 오렌지(orange)계열 √

립

메이크업

색상 레드(red)계열 √

질감 크리미(creamy) √

헤어

스타일

길이 어깨선 아래의 롱(long) √

질감 활동적 질감(곡선) √

색상 블론드(blond)계열 √

스타일 컬, 웨이브 -

<표 12> 헤타이라 유형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 글래머러스 스타일

성적 특성을 조화롭게 교차시킨 스타일이다. 마스큘

린(masculine)과 페미닌(feminine)을 합친 마스큘린

페미닌(masculine feminine) 스타일로, 남성적 헤어

스타일이나 슈트를 여성적 인체와 조합해서, 여자라

고 하기엔 강렬한 느낌이고 남자라고 하기엔 섬세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보인다. <표 14>와 같이 잡

티 없는 피부표현과 스모키한 아이 메이크업, 강렬

느낌의 오렌지계열 립 메이크업으로 파워풀하고 다

이나믹한 여성성을 대표한다. 헤어스타일은 뒤로 깔

끔하게 넘긴 올백 또는 포니테일로 스타일로 남성성

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룬 이미지로 나타났다.

4) 아마존 유형 - 펑크 스타일(Punk Style)

<표 14>의 <그림 15>35), <그림 16>36), <그림

17>37)과 같이 전통적인 남성의 힘과 권력에 도전하

는 당당하고 거친 아마존 유형은 브론즈 계열의 태

닝 피부톤의 표현으로 남성성을 보였다. 남성의 영역

에 도전하는듯한 자세와 눈빛으로 지배적이며 공격

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표 13>과 같이 여전사의

느낌을 살려 전통적인 여성성에 반하는 펑크 스타일

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다. 피부색은 어둡고, 블

랙에 가까운 진한 눈썹과, 무채색과 그레이계열 색상

으로 아이홀을 강조하는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과 사

선형의 브라운계열 치크와 립 메이크업으로 전반적

으로 강하고 반항적인 느낌의 평크적 요소들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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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iorgio Armani, 2007

- http://imworld.aufeminin.com

<그림 16> Elle intense

Yves Saint Laurent, 2008

- http://www.punmiris.com

<그림 17> Rouge Pur Couture

Yves Saint Laurent

- Vogue Paris, 2008. 11.

미적특성 양면성, 혼합성, 독립성

구분 특징
젠더 특성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피부

메이크업

색상 중간색 피부 √

질감 크리미(creamy) √

눈썹

메이크업

형태 일자형 √

색상 브라운(brown)계열 √

아이

메이크업

형태 아이라인 강조형 √

색상 바이올렛(violet)계열 √

치크

메이크업

형태 기본형 √

색상 오렌지(orange)계열 √

립

메이크업

색상 오렌지(orange)계열 √

질감 크리미(creamy) √

헤어

스타일

길이 어깨선 정도의 미디엄(medium) √

질감 비활동적 질감(직선) √

색상 브라운(brown)⋅레드(red)계열 √

스타일 올백, 포니테일 -

<표 13> 메디알레 유형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 마스큘린 페미닌 스타일

났다. 헤어스타일은 블랙계열의 짧고 비활동적 질감

의 쇼트 커트, 쇼트 뱅 헤어, 애시메트릭 커트과 같

이 실험적인 느낌과 공격적인 이미지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표현되

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 정도는 집단무의식에 잠

재된 아니무스 원형이 자아에 의식화 되는 정도이며,

이에 따라 남성성이 무의식에 억압되거나 외형적으

로 표출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의 내재적인 남

성성의 의식화되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다양

한 여성 이미지로 분화하며 이에 부합하는 뷰티스타

일을 추구하게 되는 원리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여성 이미지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헤어스타일의

특징을 아니무스의 의식화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Ⅳ. 결론
아니무스 원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

성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광고 속 여성의 젠더 유형

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치체계와 내재된 인

간의 욕구를 조명해보았다. 과거의 단일한 절대 진리

추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도 남성적 특성들로 여겨지던 개성

들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집단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아니무스가 자아

로 의식화되면서 외형적으로 전통적 여성상에서 탈

피해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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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ragile

Jean-Paul Gultier

- http://www.couleurparfum.com

<그림 19> Bed Head

- Vogue Paris, 2002. 5.

<그림 20> Hypnotic Poison

Christian Dior

- Vogue USA, 2003. 3.

미적특성 공격성, 지배성, 반항성

구분 특징
젠더 특성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피부

메이크업

색상 어두운 피부 √

질감 매트(matt) √

눈썹

메이크업

형태 상승형 √

색상 블랙(black)계열 √

아이

메이크업

형태 아이홀 강조형 √

색상 무채색계열 √

치크

메이크업

형태 사선형 √

색상 브라운(brown)계열 √

립

메이크업

색상 브란운(brown)계열 √

질감 매트(matt) √

헤어

스타일

길이 어깨선 위의 쇼트(short) √

질감 비활동적 질감(직선) √

색상 블랙계열(red)계열 √

스타일 쇼트 커트, 쇼트 뱅 헤어, 애시메트릭 커트 -

<표 14> 아마존 유형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 펑크 스타일

여성이미지

구분

어머니/아내 헤타이라

특징 젠더특성 특징 젠더특성

메이크업

스타일

내추럴 메이크업

(Natural Make-up)

여성성,

아니무스가

무의식에

잠재상태

글래머러스 메이크업

(Glamorous Make-up)

여성성,

아니무스가

의식에 접근하는

상태
헤어스타일

어깨선 이상의 롱,

자연스러운 웨이브

어깨선 정도의 미디엄,

웨이브

여성이미지

구분

아마존 메디알레

특징 젠더특성 특징 젠더특성

메이크업

스타일

펑크 메이크업

(Punk Make-up)
남성성,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상태

스모키 메이크업

(Smoky Make-up)
양성성,

아니무스의

의식화헤어스타일
어깨선 위의 쇼트,

쇼트 컽, 쇼트 뱅 헤어
올백, 포니테일

<표 15> 여성 이미지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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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성에 구속되지 않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

일을 통해 자신만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아 해방과 심리적 치유의 경험을 얻

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의 다

원화 현상은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아니무스 원형의

외적표현이며 아니무스의 의식화 정도에 따라 여성

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의 균형 정도의 차이를 보였

다. 어마니/아내 유형과 헤타이라 유형은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우세하고, 메디알레 유형은 남성성과 여

성성이 균형을 이루고, 아마존 유형은 여성성보다 남

성성이 강했다.

둘째, 아니무스 원형의 의식화 정도에 따른 여성

이미지 유형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표현기법이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아내 유형은 순수한 아름다움

을 부각시키는 내추럴 메이크업 이미지와 여성적이

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활동적 질감인 곡선과 브

라운⋅레드 컬러 계열 색상의 길고 자연스러운 웨이

브 헤어스타일이다. 헤타이라 유형은 아이라인을 강

조하고 레드계열의 색상으로 립 메이크업을 강조하

는 글래머러스 메이크업 이미지와 어깨선 아래 길이

에 블론드 계열 색상으로 활동적 질감인 곡선의 강

한 웨이브 헤어스타일이다. 메디알레 유형은 마스큘

린 페미닌 메이크업 이미지로 스모키한 아이 메이크

업과 강렬한 오렌지계열의 립 메이크업으로 파워풀

하고 다이나믹한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의

경우는 미디엄 길이에 비활동적 질감의 직선과 브라

운⋅레드 컬러 계열 색상의 올백과 포니테일 스타일

이다. 아마존 유형은 공격적 이미지의 펑크 메이크업

이미지와 남성적인 짧은 뱅과 쇼트 커트 또는 애시

메트릭 커트 등 비활동적 질감인 직선과 블랙계열

색상의 남성적인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이다. 아마존,

메디알레, 헤타이라, 어머니/아내 유형 순으로 남성

성이 우세해지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을

보였다.

셋째, 융의 이론에 근거한 네 가지의 여성 이미지

유형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과 각 유형

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특징에 나타난 젠더 정체

성은 양의 상관관계이다. 집단 무의식의 아니무스 원

형이 자아에 의식화 된 정도와 비례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며 성숙한 인

격을 향해 나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시각적 표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여성 이미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모두 고르게 분화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여성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21세기의 여성들은 이전에 그녀들의 삶을 제한했

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추구하며 자아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이미지의 다원화

는 인간 무의식 속의 자기와의 만남이며 내면합일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완성하고자하는 의

지의 표현이기도하다. 때로는 여성스럽게, 때로는 파

워풀하게 보이고 싶은 현대 여성의 내면의 욕구를

반영하는 화장품 광고는 미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여성 이미지 유형별 메

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분석을 기초로 향후 트

렌드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마케팅 전략에서 우위

를 선점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젠더 정

체성은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하며 새로운 형태의 창

조적 트렌드를 양산할 것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측

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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