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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vely and artistically aspect, a hybrid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in which two mutually different 

genres are combined. Make-up is thought to be very important to arrange the foundation available for predicting 

and pursuing a flow and direction of future hybrid make-up based on this, by analyzing a flow centering on hybrid 

trend, which was shown previously. In terms of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first, aim is to suggest a model for 

researching make-up by grasp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art through considering 

an art theory of hybridity, shown in make-up. The second, aim is to design make-up by analyzing trends in make-up 

style after deconstructing the hybrid genre. The modern make-up design through genre-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beyond diverse plurality and genre could be known to be highlighted as aesthetic characteristic by a slight attempt 

as communication of open space, which connects culture and genre, which had failed to be recognized and was 

neglected. Empirical research has, produced a work by systematically arranging make-up design. This study, 

identifies two kind of barrier demolition, such as the class deconstruction and the temporal, spatial disorder centering 

on genre deconstruction of hybrid. There are infinite possibilities in developing make-up design in line with modern 

sensation through aesthetic element and symbolic significance through genre deconstruction. It was the expression 

mode in future make-up, to providing basic data, and to strengthening competitive edge of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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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디지털의 발전은 각 역의 융합과 경계가 모호

해졌으며, 문화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

게 하이브리드(hybrid)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이브

리드는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예술, 디자인 분야와 문화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으

며, 한 사물에 서로 다른 양식이 결합되어 만들어

지는 상품이나 현상을 말한다(Latour, 1988). 디지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 문화의 빠른 발전은 시․공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사회 계층 간, 예술양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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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구분이 모호해져, 탈 경계를 이루고 있다(Leslie, 

1999). 경계가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역을 

넘어서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은 보이지 않고 다양

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

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

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고 있다(Penelope, 1996). 

인간에게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하기 위한 수단들 중에서 중요한 외모 표현이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 하며 발전하고, 유행경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예술적 가치 창조의 의미를 부여

한다(Barnes, 2010). 하이브리드의 유사 용어로 사용

되고 있는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컨버

전스(convergence)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패션에서 

보여지는 혼합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메이

크업은 시각적, 정신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예술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의 예술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

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메이크

업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

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이브리드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메이크업의 경

우 하이브리드 패션과 비교 분석하여 연구된 경우

가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개과정과 

하이브리드 예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메이크업 연

구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시대의 하이브리드 메

이크업 스타일별 경향을 분석하여 탈 장르화(Genre 

Deconstruction)를 응용한 메이크업을 디자인하는데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생활 속에서 같은 시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

다움을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중심으로 작

품 제작하여 메이크업의 디자인 및 조형적인 특성

과 표현양식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업계의 마

케팅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

법은 탈 장르의 고찰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련의 흐름을 

분석 응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통하

여 체계적인 메이크업 디자인 작품 제작을 하 다. 

연구범위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응용

한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제한하 다. 이론적 고찰

을 위하여 국내․외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국

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 자

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 다. 실증연구

를 위하여 21세기 한 예술사조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나타

내는 경계의 해체성 중심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으로 제작하 으며, 총 4점으

로 작품 I∼II는 계층의 해체 2작품, 작품 Ⅲ∼Ⅳ는 

시․공간의 혼재 2작품으로 구성하여 디자인하 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ybrid

1) The concept of hybrid

하이브리드(hybrid)란 용어는 피터 킨(Peter Keen)

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마

이클 얼(Earl, 1995)에 의해 정의되었는 데, 하이브

리드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하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성, 특성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을 말하며,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한 각각의 장르의 기능과 

형태는 전체 혹은 일부분이 남아 있어 결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한다(Baik, 2009). 하

이브리드의 예로 ‘래드 랩(radiation laboratory)’이

라는 이름은 방사능 연구소란 의미인데, 이 공간은 

두 전공의 잡종 언어가 만들어지는 ‘교역 지대

(trading zone)’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적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Douglas & Hartle, 2001), “서로 다른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팀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기

계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곳에 놓아둠으

로써 사람들 사이의 우연한 만남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Galison, 1999)”고 하 다. 하이브리드는 탈 경

계성의 예술과 현실의 경계선이 사라짐을 의미하

며, 예술의 독창성과 유일무이성은 기계의 대량 복

제와 생산에 의하여 하나의 평범한 보편적인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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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전락되면서, 그 자체가 해체됨을 의미한다. 

21세기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은 언제 어디에

나 존재하는 융합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Kim, 

2005). 하이브리드 현상의 특성은 21세기를 전후로 

그 결합의 형태와 유형이 뚜렷한 형식을 보이지 않

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하이

브리드 특성에서 탈 장르는 결합하고 혼합했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탈 장르는 서로 다른 전문 

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해 긍적적인 창의성

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시각적 방향성으로 경계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가 정의하는 ‘레고 문명(civil lego)’을 이루는 방법

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 ‘지구촌화(globazation)’̓

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등장 배경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출현

하 다. 이와 같은 두 문화의 복합적 내용에 의견

을 더한 하이젠베르그(Heisenberg)는“인간의 생각

에 따른 역사에서 가장 비옥한 발전은 두 개의 서

로 다른 생각의 경향(lines of thought)이 만나는 지

점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두 경향은 서로 연관을 

맺어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새

롭고 흥미로운 발전이 뒤따른다(Heisenberg, 1990)”

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문화 전

반에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혼합 및 융합이란 뜻

으로 이종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인 무언가

를 창조해 내는 통합코드로 보았고, 위에서 제시한 

특성 중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사회․문화적 측면, 

조형․예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이동을 통한 장

소와 민족을 초월한 지역과 문화의 결합으로, 조

형․예술적 측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

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

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변에서 융합되어 있

는 상대로 보았고,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

을 탈 장르화(Genre Deconstruction), 다원화(Plura-

lism), 융합화(Fusion), 유희화(Play)라는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여 고찰하 다.

(1) Genre deconstruction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

의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포스

트모더니즘 이후 이원적인 대립 체계의 구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게 되었다. 장 보들

리야르(Baudrillard, 2005)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은 이전의 모든 중심주의와 형이상학, 인간주

의적 세계관 등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으

로 인해, 새로움은 관계성에 대한 기존의 틀을 없

애고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게 한다. 이는 

수직적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

는 탈 장르화 현상이 반 된 태도이다(Lee, 2002). 

회화나 사진의 개념을 통해 매체를 서로 ‛교차’시

켜 매체의 장르 허물기가 시작된 이유와 방향성을 

연구한 작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Richter, 1932)는 

늘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는 자신과 작

품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무관

심하게 작품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두 경계에서 모

호한 측면이 있는 사진의 흐린 효과로 우리의 시선

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미지에 집중하게 하

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며, 그의 장르를 

초월한 작업은 장르를 수직적 상하 위치에 있던 매

체들을 수평적 위치로 재정립하여 이 시대의 새로

운 제작 기준의 코드가 되었다. 탈 장르의 이러한 

특성은 두 경계의 모호한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서

로 다른 전문 역의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

다. 이처럼 열린 디자인은 탈 장르에서 중요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Genre Deconstruction) 개념은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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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의 문화적 다원화(Pluralism)는 21세

기 정보화 사회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문화적 다양성은 대중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데, 대중예술은 미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 삶

의 한 의미 역이라는 관점에서 도피적 또는 대리

체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만함 속의 

진지함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06). 탈 권력에 의

한 경계의 와해로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획일성으로서의 열망은 종말화 되었으며, 다원성으

로 이행되었다. 또한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숭고미 그리고 그의 기법에서 비롯된 반 형식

주의적 혼성모방으로 설명할 수 있다(Koo & Kim, 

2010). 모더니즘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거하여 사고

해 왔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모든 유형의 이원

적인 대립 체계의 구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게 되었다(John, 2006). 그리하여 이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의 기반은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거나 의미의 부재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

고, 이전의 모든 중심주의와 형이상학, 인간주의적 세

계관, 시․공간적 경계 등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를 바

탕으로 한 통합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었다(Lee, 2002).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Mihalyi Csikszentmihalyi)는 

“사람들은 다중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뿐 아니라 다중모드에서 일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1세기의 창의

적 인재상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Boundary Crosser)

임을 강조하고 있다(Pink, 2005). 창의성이란 세상

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원

화는 경계를 넘어서 문턱을 낮추어 이것저것 섞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하이브리드

의 특징이다.

(3) Fusion

융합화(fusion)는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이종 교배의 의미하며,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맥락

의 것으로 최근의 다양한 개념들이나 역들을 초

월하여 문화와 기술,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Kim, 2006).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문화기술 시대로 접어들어 

이전에 금기시 되었던 것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내고 있다. 이런 문화현상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

분을 벗어나 다양하게 섞임으로써 분리에 융합으

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분하고 있다(Biroshi, 

2002).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 3의 문화

를 일컫는 이종 교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들이나 역들을 초월하여 문화와 기술, 감성

과 이성을 연결하여 이어주는 콜레보레이션(Collabo-

ration)은 두 파트너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 브랜드를 런칭한 것을 의미한다

(Lee, 2008). 이는 전략적 제휴의 일종으로 서로 다

른 두 기업이 만나 서로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바탕

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Jang, 

Hawley, & Dickerson, 2002). 이것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성 그리고 제품과 이미지의 유형으로 나타났

으며, 단순히 디자인이나 기획력 제공을 넘어 공동

연구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

지를 판단하는 문화적 가치의 상품 개발로 발전하

는 것이다(Choi, 2001). 이렇듯 융합성은 하이브리

드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 절충과 혼합의 포

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화의 특

성은 무차별적으로 섞고,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떠한 것이든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절충적 

재구성할 수 있다. 

(4) The play

유희(遊戱)란 ‘플레이(Play)’, ‘페스타임(Pastime)’, 

‘메리메이킹(Merrymaking)’ 등으로 사용되며, 유희

화란 미학적 의미에서 놀이(Play)의 개념으로 인간

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

의 목적일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Oh, 

2002). 유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로 그려진다. 환상의 세계

를 그린 것이 곧 낭만주의 예술이며, 유희의 내재

된 의의가 뚜렷해진다(Yang, 1988). 레나토 포지올

리(Renato Poggioli)는 파스콜리(Pascoli)의 ‛유아의 

미학’과 예술사와 시학의 분양서 국인들이 ‘넌센

스 시’라고 부르는 장르들이 ‘탈출’의 개념에 바탕

을 두며, 그 탈출은 사물들이 불변의 정확성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로의 도주를 의미한다

(Poggiolli, 1992; 1996)고 하 다. 유희성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



제 20 권 제 3 호 방기정․김경희 57

－ 351 －

의 경향에 힘입어 나타내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

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논리적인 감각적인 면을 통합한 ‘감성’이 

중요한 디자인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즉, 감성

(感性)이란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치, 개성, 

취향, 기분을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Ha, 

1994).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 

중 탈장르화(Genre Deconstruction)에 특히 초점을 

두고, 메이크업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The Makeup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Characteristics

탈 장르화 현상을 존 워커(Walker, 1997)는 ‘다양

성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경향이 반 된 태도이다’

라고 하 다. ‘장르’는 개념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

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왔으며, 장르의 해

체와 진화, 다시 말해서 장르간 하이브리드 현상은 

장르가 갖고 있는 본질이지만, 후기 현대사회에 들

어서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며, 또 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Mun, 2003). 해체는 하이브리드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해체의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

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의 탈피 또한 하이브리드

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다. 탈 장르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공간개념 확장으로 확장된 개념

의 장소를 택하여 대중과 공유하는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적 특징을 보여 문화 전반의 양식

과 폭의 확대로서 실험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는 관념화된 사고에서 탈

피하여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 으며, 주체

의 해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 장르화, 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

라보는 원근법적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해체주

의로 대표된다(Jho, 2003). 해체는 무질서하게 나타

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의 

연장으로 표현되어 20세기에서 21세기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조이다. 해체는 20세기 후반에 나타

난 다양한 인식의 해체에 향을 주었으며, 각기 

다른 요소들과의 재결합을 위한 전단계로 작용하

여 통합적 사고 체계와 이미지의 혼합, 장르의 절

충과 혼합, 자연과 기술과의 융합, 타 예술 장르와

의 절충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John, 2006). 해체는 

그 자체가 복합적인, 다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해체주의는 다원주의를 

내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Park, 2000). 선행 연구에서 Ha(2009), Gong(2008), 

Baek(200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 장르화 특성을 서로 다른 전문 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와 융합의 개념으

로 보고, 경계 해체성을 계층 해체와 시․공간의 혼

재,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민속적 요소의 혼합

과 과학 기술발달과 절충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연구한 제 1보로 경계의 해체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Deconstruction of boundaries

1980년대부터 ‘해체(deconstruction)’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용어 텍스트에 담김 의미의 

불안정성을 폭로하기 위한 읽기 및 쓰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문예

학자들은 매우 자의적으로 이러한 해체이론을 일

종의 비평으로써 수용해왔다(Gill, 1998). 해체는 포

스트구조주의의 하부 개념이며, 1966년 존스 홉킨

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논문에서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

의를 등장시켰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니체의 해체정신을 전수하 지만, 니체와 비교하여 

보다 철저하게 구조해체를 하 으며(Kim, 1996), 차

연과 산종의 개념을 통해 기호, 절대성, 총체성, 중

심성을 해체하고, 상대주의, 주관주의를 인정하는 

열린 사고로 건축, 복식, 미술을 비롯한 다원화된 

문화, 예술현상에 지대한 향을 미쳤다(Kim, 1988). 

해체주의는 추상적인 가설이나 내적 모순을 노출

시키기 위해 쓰이며, “destruction”은 파괴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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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괴 당하는 상태, 구성의 반대말, 해체하고 버

리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해체하는, 파

괴된 상태, 상황, 사실을 뜻한다. 여기에서 ‘탈 경

계’라 함은 각 고유 개념의 경계를 초월해 이질

적인 것들 간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해체주의의 이론

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를 중첩, 병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원리나 이질적

인 형태들의 융합, 고정 관념으로 부터의 탈피 등

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 다(Kim, 

1988). 하위문화, 성의 역할 변화, 시․공간의 해체

에 따른 불연속 현상은 하이브리드의 중요한 특징

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의 근원적 독선과 횡포

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는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고, 데리다

의 해체주의는 여러 예술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경계의 해체성은 과거의 시대, 역사적 요소, 동양을 

포함한 제 3국의 이미지를 차용, 변형시킨 복고적, 

이국적 경향을 비롯해 고급․하위 문화적 이미지 

등 상대적 개념을 절충하는 탈 경계적․해체적 양

상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여러 특징을 동

시에 보여 주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해체주의 특성에서 하위문화와 성 역할의 

변화, 시․공간의 불연속의 특징적인 이론적 고

찰을 중심으로 탈 장르화 특징에서 경계의 해체

성을 계층의 해체와 시․공간 혼재로 유형 분류

하고자 한다.

  

1) Deconstruction of the hierarchy

계층의 해체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른 텍스트

를 인용하여 메이크업과 다른 형태의 경계선에서 

병행․인용으로 전환하고, 다원주의적 해석의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Lee, 1998). 이는 하위문화(sub-

culture)와 성의 무경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위문

화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는 소수

자들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중적이고 속

물주의 경향의 표현으로 해체주의의 ‘차연’과 ‘탈 

중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John, 2006). 기본적

인 디자인 요소의 은폐를 통한 축소적 경향이나 완

성된 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 지저분하게 만드는 

미완성과 변형의 파괴적 경향 등 부조화의 미를 실

현함으로써 미적 관조를 방해하거나, 반미적 표현

을 새로운 미의 범주로 포함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

을 가능케 한다(Yeom, 1998). 20세기의 인구의 이

질성과 유동성이 증대되어 주류권에 속하지 못하

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심리

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표현하기 위해 하위문화가 출현하

는데, 이는 사회의 기존관념의 타파와 스트리트 

패션과 미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켰다(John, 

2006).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비틀

즈가 유행시킨 모즈(mods)나 히피(hippi) 문화가 있

는데, 너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 공공장소

에서 옷 벗기, 섹스, 마리화나, 꽃, 마약, 지나친 액

세서리로 치장한 모습, 록 페스티발, 동양의 신비주

의, 집단 결혼, 거리공연, 사이키델릭(psychedelic)

의 바디 페인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Seo, 

2004). 하위문화 요소의 메이크업은 특정 시대의 역

사․문화적 요소나 다국적 이미지를 수용한 복고․

다문화적 경향과 펑크․히피 등의 하위 문화적 요

소를 믹스시킨 양상으로 각 요소의 무차별적 교류

에 의해 부조화된 이질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모호

한 특성을 보인다(Lee et al., 2002). 이처럼 하위문

화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선정과 퇴폐, 일

탈과 파격으로 미적 요소를 버리고, 절제․생략된 

경향을 나타낸다. 디자인 요소의 축소적 경향, 완성

된 구성을 의도적으로 파괴, 지저분하게 만드는 미

완성, 변형의 파괴적 경향 등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하며, 거리 문화의 파괴적 성향을 적극 수

용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계층의 

해체특성을 하위문화와 성의 무경계성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선정과 퇴폐, 일탈과 혐오, 실험적 

창조주의, 성의 무경계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1) Decadence and lascivious

선정과 퇴폐성은 복고주의적 향에 의한 과거

의 팝아트 사조를 현대에 재해석하여 우아함이나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먼 대중적이고 노골적인 표

현을 하 다. 인체에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을 

하여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보이거나, 성적으로 노

골화하여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과 에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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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로테스크(grotesque)하거

나 혐오스런 표현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컬

러의 도입으로 탈 중심적 현상과 얼굴을 왜곡하여 

메이크업을 한다. 또한, 병적이거나 자극적인 분위

기가 느껴지는 부조화된 색을 사용하 다(Kim et al., 

2000). 예를 들면 입술에 적색이나 검붉은 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선정적 느낌을 주거나 차가운 

색조로 눈 주변을 과장하거나 어두운 색으로 지

저분하게 반미학적 추(醜)의 미를 추구하게 되었

다. 그로테스적 감성이 메이크업에도 적용되어 혐

오스럽거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충격적 시각효

과를 추구하는 키치(kitch) 현상으로 나타났다.〈Fig. 

1〉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글로시(glossy)한 피부 표현과 병적이거나 눈 부

분의 아픈 느낌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선정적이

면서도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눈 주변을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하게 표현하여, 

피부 표현은 글로시하면서도 페일(pale)하게 연출

하고, 퇴색한 듯 빛바랜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가

벼운 표현을 하고, 눈 화장을 과장하여 아름다움

을 배제한 미를 나타내고 이중적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다.

(2) Deviation and loathing

일탈과 혐오의 메이크업은 전통적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충격적

<Fig. 1> John Galliano I,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Fig. 2> Jean Paul Gaultier I,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Fig. 3> Christian Dior II, 

2003F/W Collection 

(www.style.com)   

인 시각효과를 추구하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다

문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전적인 미의식의 변화

를 가져왔고, 미적 취향에도 새로운 견해가 이입되

어 시각적 충격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반미학적 추

(醜)의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Kim et al., 2000). 일

탈과 혐오성은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된 것으로 만들려는 과

시적 빈곤의 표현이자 은폐․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지는 파격의 미라고 할 수 있다. 장식

적 요소의 생략에서 기본요소의 파괴․변형 및 미

와 대립된 추(醜)의 요소를 미의 범주로 격상시켜 

다양한 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불균형․불완

전의 표현방식을 의미한다(John, 2006). 메이크업에

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고자 하거나, 완성된 메

이크업을 고의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불완전의 미

를 추구한다(Rue, 2003). 일탈과 혐오성의 장 폴 골

티에(Jean Paul Gaultier)(Fig. 2)에서 보여지는 메이

크업은 미완성을 통한 이목구비의 생략과 변형, 검

은색의 색의 제한 등으로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

고, 완성된 메이크업을 파괴시킴으로써 과시적 빈

곤의 표현이자 미완성․변질을 통해 일탈로 이어

지는 파격이라 할 수 있다. 

(3) Creator of the experimental

과학과 예술의 역사적 상호작용은 20세기에 들

어서 예술적 도형, 색채, 구조, 재료, 형태, 리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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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대한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술가

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과학과 기술

의 최전방 연구에서 새로운 세계관, 개념, 재료 등

을 채용하고 있다(Hong, 2008). 실험적 창조주의는 

1960년대 히피에서 보여졌던 형태의 예술을 모방, 

차용하거나, 조형 의지를 통해 재창조와 새로운 독

창적 아이디어를 부여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

며,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형태의 복잡성, 다양성, 

상호대립적인 요소들의 결합, 상징적인 창조물들의 

과감한 도입, 역사적 전통의 창조, 콜라주, 패러디 장

식성의 강조는 실험적 창조법을 제공한다(Jin, 2005). 

히피의 요소들을 재현, 변형하여 신소재의 장식적

인 요소들과 혼합하고 일상적인 소재나 비일상적

인 독특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과감한 창의성과 

조형성을 첨가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Joanne, 2008). 메이크업에서 실험적 

창조주의 요소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이

질적 소재를 활용한 해체․변형 개념을 중심으로 

실험성, 혁신성의 매력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표현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Fig. 3〉은 크

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채를 통해 독특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이

질적 소재를 활용한 해체․변형 개념을 중심으로 

실험성, 혁신성의 매력을 추구하고 있다. 자극적이

며 저속하고 선정적인 색채를 통한 광대 같은 무대

의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의 과장된 표현과 푸른

색의 저속한 색채를 보면, 과시적 심리표현을 통한 

맥시멀리즘 이미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4) Unbounded of the gender

성 역할 변화는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

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

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Choi, 2001).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연구 이후 

우리는 사회적이든 또는 심리적이든 간에 정체성의 

획득은 어떤 사람과의 유사성이나 또는 어떤 사람

과의 차별 설에 의해 정의된다(Schickendanz, 2001). 

모더니즘 문화의 본질은 남성성, 생산적, 창조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절대적 가부장제에 기초한다. 앤

드로지너스(androgynos)는 여성 특성이 균형, 조화

를 이루는 인간상태가 반 된 것을 말하며, 남, 여의 

특징 모두 포함하는 양성성(Androgyny)을 가진다. 사

무엘 콜리지(Samuel Coleridge)는 위대한 정신은 남

성과 여성성 특질을 함께 결합한 양성적인 마음에

서 비롯되었다고 하 다. 여성과 남성성 특질이 높

은 사람을 양성적(androgynous)이라 하고,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이 모두 낮은 경우는 ‘중립적’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andra Ruth Lipsitz Bem, 

1944). 성 역할 변화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

서 상호텍스트성으로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 사이

의 자유로운 치환을 허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

게 되는 계층의 해체를 설명하고 있다. 메이크업에

서 성의 무경계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성(gender)의 

특징적인 모습을 통한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양․

중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나타나는데, 양성적 

메이크업은 남성 이미지의 눈썹, 남성 복식의 디자

인적 요소와 소품의 적용,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이

미지의 깔끔하고 깨끗한 피부 표현, 여성적 이미지

의 눈 화장 형태와 아이템을 적용한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형태로 표현되며, 남․여의 성을 배제하고 

각각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중성적 이

미지로 메이크업을 표현한다.〈Fig. 4〉는 존 갈리아

노(John Galliano)의 메이크업으로 남성적 표현의 

특징인 수염과 두껍고 굵고 거친 느낌의 눈썹 형태

를 통해 남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 있으며, 광

택의 피부표현과 자극적인 컬러의 눈 화장을 통해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느낌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

다. 

2) Mixture of time and space

예술은 예술가의 서 있는 현실의 공간과는 다른, 

전혀 없는 순수한 허의 공간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

인 바로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내용에서 시작된다. 

무의식은 심리현상에 매우 심오한 표현을 만들어 

내며, 심리종류의 모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가

상공간의 화면 앞에서 작업할 때 갖게 되는 내적 

필연성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Paek, 2007). 공

간적인 개념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차이가 지연

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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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차연’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공간적 혼재

성은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요소들과의 혼성을 노리는 시

간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Joung, 2000). 보드리야

르(Baudrillard)는 ‘패션은 항상 과거 형태의 즉각적

이고 전체적인 재순환’이라고 지적하 듯이, 과거

로의 회귀, 또는 복고성의 이름으로 과거의 스타일

들이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답습이나 모방이 아닌 역사적 전통성의 요

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적인 방안으

로 새로움을 창출하고, 과거의 이미지만을 과거성

으로 제시하는 혼성 모방으로 쉽게 사라지고, 다시 

쉽게 생겨날 수 있는 순간적이고 불연속적인 이미

지를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 바바라 빈켄(Barbara 

Vinken)이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원한 현재를 표현

하는 것(Devon, 1996)”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자 당대에 수용자들에게 인정되지 

않은 고급문화의 실험은 이후 시대에 고전이 되어 

현대의 수용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재생된다. 정보

사회의 과학기술 발달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 테크놀로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

식을 변화시켰고, 시간의 불연속적인 찰나성, 일시

성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 속으로 압축하며, 이러한 

시간의 압축에 따라 공간도 파생적이고 분질화된 

순간적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Fig. 4> John Galliano III, 

2010 F/W Mens wear 

r(www.vogue.co.kr)  

          <Fig. 5> Christian Dior III, 

2008 F/W Collection 

(www.vogue.co.kr) 

          <Fig. 6> The Warriors, 

VOGUE, February 2010 

(www.vogue.co.kr)

의 탈 장르화 특성을 시․공간의 혼재성에서는 테

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서 차연과 시․공간의 불

연속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와 현재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Past and present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복고풍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되고 있으며,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하여 현대

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아이러

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Jean, 2005). 

레트로 메이크업은 역사적 내용의‘재현’이 아니라

‘과거성’을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Boyne, 

1992). 툴민(Stephen Edelston Toulmin)은 “물리학의 

모든 주요 발견들의 근본은 새로운 재현 기법과 추

론을 연역해 내는 테크닉의 발견이다.”라고 ‘재현’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트로의 개념은 하나의 창

조를 이루는 과정으로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양식,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

미와 외적 형식이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과정을 통

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

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레트로 경향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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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반문화 요소들의 의

미는 제거되었다.〈Fig. 5〉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메이크업으로 클래식과 모던한 이미지가 

과장되고 강렬한 아이메이크업과 풍성한 인조속눈

썹을 이용하고, 부풀린 헤어와 컬러로 과거의 이미

지를 현대에 혼합하여 60년대 재클린 이미지를 형

상화하여 표현하 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에 수직

적 시간 개념인 과거와 현재, 고전과 현대적 이미

지를 함께 표현하여 시간을 초월한 해체와 다양성

을 혼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감각이 공존하는 메이

크업을 표현하여 더욱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을 창

조하고 있다.

(2) Current and future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는 개

념이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역시 현재

와 상상적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개

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퓨처리즘(Futurism Look)은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

적인 패턴의 경향이 두드러진 형태 다. 미래 지향

적 메이크업을 대표하는 컬러는 실버, 골드, 네온 

컬러 등으로 90년대 이후 자주 등장하 는 데, 메

탈 색상과 흰색이나 검정색, 다크 블루 등 미래적

이고 테크놀로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색상이 주

로 사용되고, 기하학적인 프린트와 고광택으로 화

려하게 배합한 색채로 테크노 감각을 강조하 다

(Cerda, 1996). 현재와 미래의 메이크업은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한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

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

턴 등을 그 표현 특징으로 하며, 일반의 유행을 앞

선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이나 대중성을 무

시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메이크업 등을 말한

다. 인공미를 부여하여 기하학적이고, 우주를 테마

로 하는 펄을 이용한 메탈릭 질감과 색상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무

채색 계열이나 강렬한 원색,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펄이나 글리터(glitter) 등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Lee, 2007).〈Fig. 6〉

은 와이어스(The Warriors)의 작품으로 미래 지향적

인 차가운 계열의 펄이나 글리터 등을 사용하여 강

한 질감 표현을 하고,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

탈릭한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의 우주를 테마로 하는 펄을 이용한 메탈릭 질감과 

색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Make-up Design with Application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1. Methods of production 

작품 제작은 조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

하면서도 과감하게 디자인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

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

도록 헤어와 조화롭게 하여 인체 조형예술 작품으

로 재구현하 다. 색채는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고 

변형, 왜곡시킨 해체성의 형태로 기획하고, 색채는 

해체주의에서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정색의 

비중을 높 으며, 보조색으로는 빨강색, 흰색 등을 

이용하 다. 질감은 해체의 표현 형태인 광택이 없

는 마른 질감의 비중을 높여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

을 위주로 사용하 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

한 휴대성의 증가와 가벼움의 선호로 번질번질 윤

이 나고 투명한 가벼운 느낌을 중심으로 사용하

다. 시각 및 촉각적 즐거움을 위한 유희는 선명하

고 다양한 컬러의 색채 사용을 통한 가벼움을 표현

하고, 투명한 느낌을 포인트로 사용하 다.

2. Productions

기존 구조의 파괴와 변형, 왜곡시킨 형태의 해체, 

전형적인 스타일의 탈피와 도형적인 디자인을 중심

으로 탈 형태로 작품 제작을 기획하 다(Table 1).

1) Work I - Flamenco dance chimera

이목구비의 변형과 색의 과도한 제한을 통하여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부자연스러움을 

유도하 다. 미적 가치에 대한 기본을 무시하고, 극

단적이고 전위적인 표현을 하 다. 선과 면의 절충

을 통한 헤어와 메이크업을 각각 다르게 연출하여 

다양성을 부각하고 단순하면서도 시선을 자극하는 

시각효과를 추구하 다. 인위적인 입술 형태의 콜

라주(collage)를 입술에 직접 부착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이목구비의 생략, 변형을 통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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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planning 

Genre
decon-

struction 

Type Form Trait Image Representation Color Materials

Decon-
strucition

of
boundaries

Decon-
struction
of the 

hierarchy

Deviation 
and

loathing

-Visage deformation
-Excessive restriction of colors
-Aversion causes
-Discomfort seureopge
-Unnaturalness induction
-Ignore the aesthetic value,
-Expressed shock

-Visage is omitted, morphological changes 
with limited color aversio, shocking 
visual effects

-Discomfort unnaturalness, seeking shade 
angled like a statue represented geuripa

-Abandoned beauty, vulgar appearance, 
ugly images

-Seeking leverage in heterogeneous 
exaggeration, union representation

Black 
white red 

metal 
color

Water colors 
brushes glue 
beads pearl 

powder 
colored paper 

shadow 

Creator 
of the
experi-
mental

-Conspicuous 
-Passionate expression
-Heterogeneous material and 
discursive

-Decoration
-Stimulating color
-Exaggeration of the face
-Vulgar kitsch images

-Through things, social status, dreams, 
fantasies, myths

-Expressing the inner world, the body 
twists and conspicuous representation of 
psychological

-New hippie makeup, take advantage of 
heterogeneous material

-Conspicuous image representation, 
colorful

-Using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a line 
without a special theme

-Make disharmony, remove the basic 
components, The use of objects

Black 
blue red 
yellow 
pink 

metallic 
coloring

Water colors 
brushes 

synthetic wax 
beads shadow 

artificial 
eyebrows 

feathers aqua 
shadow 

Mixture 
of time 

and 
space

Past and
present

-Past borrowing elements
-To share with past and present 
representation of makeup.

-Retro-modern code mixed 
complex reorganization trend

-Imitation for a new area, 
fractur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to reflect

-Typical points of celebrity style
-Reconstructing contemporary
-Combining the recent past
-Madonna parody of 1980s represented
-Highlighted in bold lines and eyelashes 
eye makeup

-Sexy eye line, point, intense red lipstick, 
blonde hair representation

-With elements borrowed nostalgia for the 
past expressed emotion

Black 
purplepink 

red 
orange 
color 

Water colors 
brushes 
shadows 

lipsticks color 
saeding

Current
and

future

-Relationships are woven like a 
net classy image

-Representation of the future

-Future image metal, gold, silvercolor
-Metal glitter modern image highlighting 
the effects

-Image representation of the future mix of 
scientific digital printing

-Default format, ignor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infinite world

-Planned non-intentional coincidence of 
unfinished makeup

Metal 
black
pink 

colors  

Water colors 
brushes and 
aqua colored 
metal latex 

glue, biz stone
pearl powder

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파괴하여 보여주고 있다. 파

격의 미를 통한 그로테스크적 감성이 적용되어 아

름다움을 버리고 저속한 외모의 이미지로 반미학

적 추의 이미지를 추구하여 표현하 다. 기존의 미

의식을 부정하고 아그리파(agrippa) 조각상처럼 각

진 검은색의 그늘 표현을 통한 눈 화장의 번짐으로 

허무주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여성스럽고 아름다

우며, 우아한 메이크업과는 거리가 멀게 표현하여 

역과 절차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 다. 일상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위

한 색다른 체험을 표현하 다. 질감은 매트하고 페

일한 표현과 지저분한 피부 표현을 통해 퇴색한 이

미지와 해체적 이미지를 강조하 다(Table 2).

2) Work II - The dream of a clown

주류에서 소외된 광대의 인정받기 원하는 과시

적 심리 표현과 열정 표현을 계획하지 않은 이질적 

소재와 얼굴의 과장된 표현으로 연출하 다. 맥시

멀리즘을 통한 예기치 않은 것들과의 조합을 통해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과 자극적이며 저속한 색채

와 통속적인 키치의 이미지에서 정제된 꾸뜨르적 

이미지를 표현하 다. 선과 색채의 결합을 통한 형

태로 파격적이고 인위적인 눈 형태의 선을 이용한 

표현을 통해 이목구비 파괴와 광대의 가벼움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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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construction of boundaries

Work I. Flamenco dance chimera Work II. The dream of a clown

Illustration of the image Work Illustration of the image Work

Expressive elements

The image passionate dancing peura-

maenggo borrowed the image of 

the chimera and transformed through 

the visage of the omitted stimulus 

applied to the color combination of 

color and line side

Expressive elements

Use an image of a clown funny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boundary 

elements of color applied to the 

creation of an experimental combi-

nation of lines and colors

Material representation

Makeup base, foundation, powder, 

cake type of shadows, water color, 

paper color, lipstick, cake eyeliner, 

eyelashes, brushes, glue, etc.

Material representation

Makeup base, foundation, powder, 

artificial waxes, brushes, water color, 

cake type of shadow, lipstick, beads, 

cake eyeliner, eyelashes, oil paint, 

etc.

현하고 이목구비의 생략, 변형을 통하여 일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파괴하여 보여주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와 얼굴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질적 

소재의 활용과 조합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표

현하 다. 화려한 색을 활용하여 본래의 얼굴 모양

이나 색과는 무관하게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

고,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색과 일정한 주제가 없

는 추상적인 선을 사용하 다. 질감은 매트하고 깔

끔한 투명 피부 표현을 통해 색채의 대비로 해체적 

이미지를 표현하 다(Table 2).

3) Work III - Communication with Madonna

과거의 익숙한 요소를 인용하여,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유하는 의사소통 하듯이 복합적인 레트로

를 통해 현대적 코드와 혼합하여 재구성하 다. 새

로운 역에 대한 모방이나 인용 장르의 파괴를 통

한 탈 장르화 특성을 반 하여 그라데이션을 통해 

면을 채우는 형태로 1980년대 굵은 아이라인과 인

조 속눈썹으로 강조한 강한 눈 화장의 메이크업이 

사용되어 대표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개

성적인 감각에 맞춰서 재창조하여 확장하 다. 가

까운 과거 요소에 대한 향수적 감성과 차용을 통하

여 시․공간의 혼재를 과거의 요소를 통해 나타내

었다.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여 마돈나의 이미지를 

섹시한 아이라인과 점, 강렬한 빨강색의 립스틱과 

금발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현대의 마돈나와 대화

를 나누듯 소통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질감은 

건조하고 거친 느낌의 질감과 페일한 피부색 표현

을 통하여 선정적 이미지와 여성스러움으로 해체

를 표현하 다(Table 3).

4) Work IV - Digital nomad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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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xture of time and space

Work III. Communication with Madonna Work IV. Digital nomads' network

Illustration of the image Work Illustration of the image Work

Expressive 

elements

Madonna's past by using the image side of 

the color applied to the combination of 

color breakup

Expressive 

elements

Science and the future structure of the 

image and the deconstructive net availability 

of space and time mix colors represented 

through demolition applied to the line side

Material 

representation

Makeup base, foundation white, white powder, 

cake type of shadow, lipstick, cake eyeliner, 

eyelashes, cotton, fabric pieces

Material 

representation

Makeup base, body tape, aqua airbrush paints, 

water colors, glue, sponge, eyelashes, etc.

인간관계가 그물처럼 엮여 있듯이 가까운 과학

적 미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일반적인 질서와 균

형, 대칭, 조화, 대비, 리듬, 비례 등의 형식의 원리

와 질서를 무시하여 무한대의 표현세계로 표현하

다. 선과 면의 해체 및 세분화로 표현에 대한 

역과 절차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새로운 해석의 가

능성을 표현하고자 하 다. 색채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포함되는, 메탈의 반짝이

는 효과를 강조하고, 환상적이고 미래적 요소를 표

현할 수 있는 실버색을 이용하여 절제된 이미지를 

표현하 다. 고급스러운 품위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이미지를 핑크색 스티로폼의 이질적인 소재를 사

용하여 연지곤지 찍듯이 볼터치의 포인트로 표현

하 다. 질감은 매트하면서 글리터 느낌으로 해체

를 표현하 다(Table 3).

Ⅴ. Conclusion

21세기 메이크업 디자인의 경향은 패션 트렌드

를 반 하듯이 기존 개념과 경계의 초월 및 장르간

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원적이고 탈 장르적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 및 예술의 여러 가지 면에

서 상대적 대립 개념을 절충한 크로스오버적 경향

은 메이크업 디자인에 있어 더욱 복잡해진 하이브

리드적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작품은 경계의 해체성 4점으로 탈 장르화를 조

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하

게 디자인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헤어와 조화롭

게 하여 인체의 조형 예술작품으로 재구현하 다. 

본 연구에서 작품 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

브리드는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의 특

성이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는 경계

의 해체성과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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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탈 장르화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정서, 생활습관 

등을 반 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열린 사고를 중

심으로 세계화가 공감하는 디자인이어야 함을 인

지하 다. 

넷째,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응

용한 메이크업은 조형적 예술의 차원에서 다원성 

요소를 가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창작을 통해 새로

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섯째,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

르화 특성을 통한 현대적 메이크업 디자인을 통해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

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21세기 탈 장르화를 통

한 열린 개념의 미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 디

자인 개발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무궁무진 함

을 알 수 있었고,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추하여 

발전하는 문화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메

이크업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

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다

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해 그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

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의 탈 장르는 디자인 및 조형적 특성과 표현양

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조형요소와 표현방법 및 디자인의 

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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