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4차산업에 앞선 화산업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월한 시 소재를 가지고 일반 에게 실감 있게

다가온다. 화산업에서 분장은 시나리오에 따른 리얼리

티를 살리며 화제작 당시의 산업발 에 따른 기술

특수효과를 반 하기에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화 시장에서 분장은 산업의 발 에 따라 문 인 기술

의 다양한 분장 방법들이 선보이고 있으므로 화유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분장의 특성 유형을 분류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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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화 시장에서 분장은 산업의 발 에 따라 문 인 기술의 다양한 분장 방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유형

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화분장 트 드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무성 화시 의 기 분장 특징은 스테이지무 메이크

업 분장이 그 로 활용되었다. 유성 화시 의 분장 특징은 리얼리티를 살린 사실 이고 구체 인 분장이 표 되었으며 스

트리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을 볼 수 있다. 4차 산업의 발 으로 CGI특수효과는 화의 배경뿐만

아니라 분장에서도 정교함과 사실 인 표 이 가능해 졌다. 화에서 분장은 CGI분장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 분장 등이 복합 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장 교육이 필요하며 향 후

국내 화산업에서도 충분한 제정 확보로 특수효과분장 디지털 분장 기술부분의 교육 개선과 책이 마련된다면 한국

의 화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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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ovie market, make-up shows various ways of make up in professional technology as the industry 

develo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end of making a movie with a change in the type of movie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in the early days of silent films, the stage makeup was fully used. also in 

the days of sound films, the realistic and concrete makeup was expressed such as straight makeup, character makeup, 

Special effects makeup, and digital makeup.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y, CGI special effects have 

become possible not only in the background of movies but also in makeup. In the movie, makeup does not use CGI 

makeup alone, but it is used in a combination of straight makeup, character makeup, and special effects makeup. 

That's why a variety of makeup needs to be taught. In the future, the domestic film industry should establish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ducating the techniques of prosthetic/digital makeup by securing the sufficient finances 

to more vitalize the film industry of Korea in domestic/foreig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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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화유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화분장 트 드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연구범 는 시 별 화 스트 이트분장, 캐릭터분

장, 특수효과분장 CGI분장 3가지이상분장이활용

된 표 인 화 10편의 시리즈와 13편의 단편 화를

심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시 별 화의 특수분장 유형과 트 드를

분석한다. 한 리얼리티한 문 분장의 활용이 화 장

르에 따라 화 산업에서 활용되는 분장의 표 인 표

방법을 시 에 따라 구분 하는데 목 이 있으며 향후

한국 화산업 특수 분장교육에활용 될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2.   

2.1  르별 

화의 장르는 작품을 구분할 때 이용되는 범 로 액

션, SF, 쟁, 타지, 스릴러 화 등 한 가지 범주의 장

르에 속한 화이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장르

의 성향을 가진다.

SF 화 특수효과의 시작은 랑스 조르쥬 멜리에스

감독에 의해 제작된 ‘달나라의 여행(Le Voyage Dans La

Lune, 1902)’이다[1]. 화의 특수효과는 카메라 효과

(Camera effects) 시각 효과(Visual effects), 물리 효과

(Physical effects), 디지털 효과(Digital effects), 애니메

트로닉스(Animatronics)[2] 등 을 들 수 있다. 화에서

분장은 얼굴을 선명하게 보이기 한기본 인 분장으로

시작되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론 체니(Lon

Chaney)는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 연출을 해 다양한방

법으로캐릭터를본인 얼굴에 직 분장을 하 다[3,4].

표 인 론체닌의 분장으로는 그림자, 만달 이로 가는

길, 오페라의 유령, 먼 바게인, 미스터 우, 잔지바르 서

쪽 등으로 Table 1과 같이 캐릭터 이미지로 표 하 다.

2.2   

스트 이트 분장은 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의 얼

굴을 캐릭터의 특징에 따라 장르의 구분 없이 하는 메이

크업이다. 최 한 사실 이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분장으로 [5] Table 2의 스트 이트분장

해리포터 시리즈 이미지와 같다.

캐릭터분장은 화 스토리 개에 따른 배우의 연령

직업, 성격, 건강 등과[5] 시 를 반 한다. 시나리오에

맞는 캐릭터로 배우 얼굴을 노인분장, 상처분장 머리

분장 등 다양한 배우의 이미지를 화에 존재하는 캐릭

터로 변형시키는 분장으로[2] Table 2의 캐릭터 분장 해

리포터 시리즈 이미지와 같다.

특수효과분장에서 로스테틱스는 사람의 몸에 새로

운 재료를 붙이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

는 것[4]으로 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 으로 존재

하기 어려운 상상의 캐릭터이거나 캐릭터 메이크업만으

로 표 이 불가능한 경우[5] 얼굴이나신체의 변형 스

토리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표 하는 것이다. 배우

자신과는 다른 인물분장으로 노인분장, 괴물분장,

외계인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로 제작하여 표 할

수 있는 분장이다[6]. 최 의 멀티피스로 제작된 표 특

수효과분장은 노인분장으로 Table 2의 리틀빅맨 이미지

와 같다. 캐릭터 성향에 따라 스타워즈의 헬멧형태의 유

인원 마스크로 제작되어 분장하기도 한다.

CGI분장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캐릭터 이미지가 컴퓨

터 상합성(Computer Generated)의 기술로 특수효과

는 시각효과로 완성되는 분장[7]으로 블루스크린 에

Special effsct makeup

Image

Movie
title

Shadows.
1922.

The Road to
Mandalay. 1929.

The Phantom of the
Opera. 1925

A Blind Bargain. 1922.
Mr. Wu.
1927.

West of Zanzibar.
1928.

Image
source

Image From https://www.biography.com/ Image From R. Griffith, & A. Mayer. (1957). p. 262.

Table 1. Special effects makeup of Lon Cha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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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기하는 배우 얼굴의 주요 부분과 표정근을 심으

로 센서를 부착하여 배우 얼굴의 움직임 에 캐릭터를

CGI로 분장하는 것으로[4] Table 2의 혹성탈출과 터미네

이터 분장 이미지와 같다.

3. 시 별 

3.1  발달

화의 발명은 사진에 의한 화상의 기록이나 분해사

진에 의한 움직임의 재 으로 화기술의발 은 무성에

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D에서 3D입체 화로 발 하고 있다. 화는 과학기술

과는 공생의 계와 스토리의 구조를 가지며, 산업이자

술이며, 화감상으로 감동과 힐링을 받으며, 객이

있기에 2D, 3D, 4D 방식으로 과 소통 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8]. 화산업은 장소와 상 없이 자유롭게 네

트워크에 속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무비웨어 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다[9].

1895년 시네마토 그라 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랑스

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촬 한 뤼미에르공장을나서는 노

동자들(1895)은 최 로 단일화면을 기록한 화[10]이다.

이후 화는 랑스, 미국, 국, 독일 등 각국에서 거의

동시에 상 되면서 20세기의 술로서 부신각 을 받

기에 이르 다. 제1차 세계 이 에는 유럽 화가

국제 시장을 주도했으며 랑스, 이탈이아, 덴마크가 주

요 수출국 이었다. 그러나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개발로 세트의 효율 인 사용과 미술 감독들의 세트고안

캐스 감독들의 배우 발굴과 분장사들의 사실감 있

는 분장의 완성과 화를 찍기 해 촬 감독 등을 뽑았

으며[1,11] 이러한 할리우드 스튜디오 제작시스템의 개척

과 활용으로 제1차 세계 이후 화산업의 심이 유

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 다.

기존의 필름 화에서 1990년 이후 등장한 디지털

화는 컴퓨터의 합성으로 화의 미학에 마술성과 타지

를 강화시켰다. 컴퓨터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는

역설 이지만 디지털 상을 통해 창조되는 가상세계의

기본 인 성격이다[10.12].

화에서 특수시각효과이며 컴퓨터의 마술로 불리는

CGI(computer graphic image)는 배경뿐만 아니라 2000

년 에 들어서는 불가능한 고난도의 분장도 사실 으로

표 하고 있다[13].

The classification of makeup
Movie title

image source
Image

Movie title
image source

image

Straight makeup images
- base makeup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From. https://www.imdb.com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2004.

From. https://www.imdb.com

Character makeup images
- wound makeup

- old man's makeup
- beard makeup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2005.

From. https://www.imdb.com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2007.

From. https://www.imdb.com

Prosthetic makeup
- ageing

- multipiece overlapping appliance
- prosthetic mask

Little Big Man.
1970.

From. https://www.imdb.com

Star Wars.
1977.

From. https://www.imdb.com

CGI makeup
- digital make-up

- silver skeleton by computer

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2011.

From. https://www.imdb.com

Terminator 3: Rise of the
Machines. 2003.

From. https://www.imdb.com

Table 2. The type of movie make-up



한 합학 논문지 제10  제3294

3.2 무성  시  

무성 화는 1895년부터 1920년 후반까지 소리 없이

상과 상사이에 상주제의 헤드라인을 자막형태의

문자로 삽입하는 형식으로 다음 상의주제를 표출하여

제작하 다[1.8]. 최 의 화는 흑백의 무성 화로 1888

년 루이스 르 린스(Louis Le Prince)에 의해 만들어졌

다. 1890년 1분미만으로 시사된 침묵시 흑백 화이

후 1927년까지 소리 없이 제작되었다. 무성 화 말기의

미국 화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도입으로 화

의 황 시 를 맞이하 다. 기 무성 화시 분장의

특징은 얼굴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표 한 연극무 메이크업을 그 로 활용하 으

나 밝은 조명으로 배우의 얼굴이 빛에 반사되어 1870년

랑스산 그리스 페인트 우더를 사용하게 되었

다[14].

무성 화시 의 표 인 분장으로 최 의 공상과학

장르의 화는 Table 3의 달세계여행[15]으로사람의 얼

굴을달 표면으로 표 한 특수분장의 표 인 화이다.

Table 3의 랑 슈타인은 무 분장의 요소가 강한분장

과 캐릭터, 특수효과분장을 효과 으로 사용하여 표 하

다. 타지장르 화의 오즈의 마법사와 드라마장르

화의 노트르담의 꼽추 등은 스트리트 분장, 캐릭터 분

장, 특수효과 분장을 효과 으로 표 하 다. 서커스와

화이트 좀비는 스트리트 분장, 캐릭터 분장을 Table 3과

같이 효과 으로 표 하고 있다

무성 화시 분장은 주연배우나 특정 캐릭터역할을

담당하는 배우에 한하여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분장을

하 으며 그 외의 조연배우는 스트리트 분장 캐릭터

분장으로 연출 하 다.

3.3 성  시   

최 의 무성 화 시사회가 1927년 워 러더스의

재즈싱어(THE JAZZ SINGER)의 발표이후 본격 인 소

리의 도입은 1930년 에 이르러 화의 형식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도 향을 미쳤다[16]. 유성 화는 이후 1926

년 발성 화기의 사운드 시스템 발명으로 화는 시청

각의 종합매체로 발 하 다. 유성시 컬러 화는 1899

년 에드워드 이몬드 터 가 특허를 낸 화로 흑백 필

름에 직 색을 입힌 기 컬러 화이며 1950년 이후

화 되었다. 컬러 화 시스템이 본격 인 개발은 애

니메이션, 뮤지컬, 웨스턴, 드라마, 공상과학, 타지, 액

션, 공포등의 다양한 장르의 화가 제작되었다[8]. 컬러

화시 분장의 특징은 리얼리티를 살린 분장이 선보이

게 되었으며 차 사실 이고 구체 인 분장으로 표 되

었다. 한 화 장르에 따라 사용되는 분장의 종류와 난

이도가 각기 달랐으며 쟁, 타지, SF, 호러, 역사 등의

장르에서 특수 분장이 다양하게 발 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본격 으로 사용된 CGI 분장은 특

정 캐릭터에 한하여 사용하 다. 한 폼라텍스나 실리

콘을 사용한 특수효과 분장과 스트 이트 분장이 사용

되었다.

유성시 분장요소가 표 된 표 인 시리즈 화는

Table 4와 같다. 4가지가 분장요소가표 된 화로는혹

성탈출,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액스맨,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어벤 스, 갤럭시 오 가디언 등으로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이 Table

4와 같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그 외 3가지가 분장요소

가 표 된 화로는 아마데우스, 클라우드 아틀란스 등

은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분장, 특수효과 분장이 Table

4와 같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Table 4의 화 아바타에

The special makeup

Image

Movie title
A Trip to the Moon.

1901.
Frankenstein.

1910.
The Wonderful

Wizard of Oz. 1910.
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23.

The Circus.
1928.

White zombie.
1932.

Image
source

From. Hardy.
1995. p.23~40

From. https://
www.youtube.com

From .Griffith. &
Mayer. 1957. p.262

From. https://
www.youtube.com

From. https://
www.imdb.com

Table 3. The special makeup of the Sil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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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간은 스트 이트 분장과 특수효과분장을 도라

지역원주민들은 CGI 분장이 사용되었으며 화 혹성탈

출에서 인간은 스트 이트 분장과 캐릭터분장이 유인원

무리들은 오리지 시리즈에서는 특수효과 분장이 사용

되었으며 2010년 이후 화에서는 CGI 분장이 사용되

었다.

CGI 분장은 개별 는 집단의 외계인 는 능력자,

로 , 얼굴형태의 심한 변형이나 상처 등 특수효과를 주

기 해 특정 캐릭터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4. 시 별   고찰 결과

세계 으로 많은 수익을 낸 블랙버스터 화를 기

으로 시 별 장르에 따른 화분장의 특징을 분석한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별 화는 한 가지 이상의 복합 인 장르를 내포

하고 있다. 화 창기 무성 화시 의 메이크업은

화분장에 필요한 제품이 개발되기 까지스테이지 분장

에 사용된 그리스페인트 분장제품을 그 로 사용하 으

며 당시 조명의 밝기로 배우 얼굴에 빛이 반사되어 우

더를 두껍게 사용하 다.

화의 다양한 장르 드라마·멜로·코믹·뮤지컬등의

화는 기본 인 스트 이트 분장이나 캐릭터 분장, 특

수효과 분장으로 표 되었다. 쟁과 련된 역사·종교·

서부 화 등에서는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분장, 로

스테틱 분장이 사용되었다. 액션 화에서는 스트 이트

분장과 캐릭터 분장이 사용된다. 특정 인물의 일화를 다

룬 화나 모험 화에서는 나이변화에 따른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 분장이 활용되고 있다. 슈퍼히어로· 타

지·SF·재난 화에서는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 등이 사용되었다. 한 SF·슈

퍼히어로· 타지·재난 화에서는 CGI 분장이 활용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화는 2D에서 3D 화로의 발 과

실제의 동작을 촬 한 실사 화에도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으로 표 되고

있다.

Movie title
Straight
makeup
Image

Character
makeup
Image

Prosthetic
makeup
Image

CGI
makeup
Image

Movie title
Straight
makeup
Image

Character
makeup
Image

Prosthetic
makeup
Image

CGI
makeup
Image

Planet of the
Apes

series[32]

Star Wars
series[33]

From https://www.imdb.com From https://www.starwars.com/films

The
Terminator
series[34]

X-men
series[35]

From https://www.imdb.com From https://www.imdb.com

Harry Potter
series[36]

The Lord of
the Rings
series[37]

From https://www.imdb.com From https://www.imdb.com

The Avengers
series[38]

Guardians of
the Galaxy
series[39]

From https://www.looper.com/ From https://www.imdb.com

Cloud
Atlas[41]

Avatar[42]

From https://www.imdb.com From https://www.imdb.com

Table 4. The type of makeup used in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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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의 발 으로 사실 이고 문

인 분장을 화 장르에 따라 화 산업에서 활용되는

분장의 표 인 표 방법을 시 에 따라 구분 하고자

하 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에서 분장은 스트 이트 분장, 캐릭터 분장, 특수

효과분장, CGI 분장으로분류 할수 있으며일반 인분

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장의 융복합으로캐릭터 디자인

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분장이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가

능하게 되었다.

무성 화 시 분장의 특징은 얼굴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표 된메이크업의 분장

이 주를 이루었다. 컬러 화시 분장의 특징은 리얼리

티를 살린 사실 이고 구체 인 분장이 표 되었다.디

지털 화 시 의 분장은 컬러시 보다구체 인 리얼리

티 분장과 디지털의 3D를 활용한 디지털 분장기법이 다

양하게 활용되었다.

분장은 화 장르에 따라 분장의 난이도가 각기 달랐

으며 타지, SF, 호러 등의장르에서분장은 캐릭터디자

인을 통한 다양한 캐릭터 분장과 쟁, 액션, 역사 등의

장르에서 분장은 사실 인 분장과 인체 변화에 따른 분

장이 재료 도구의 다양화로 발 하 다. 괴물분장의

경우 캐릭터 분장 폼라텍스를활용한 특수효과분장과

특수 즈삽입으로 분장 효과를 극 화 시키고 있다. 기

존의 노인분장은 과거 폼라텍스 제품을사용하 으나

재는 피부질감과 유사한 실리콘 제품을사용하여 분장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에서의 분장은 캐릭터 설정

에 따른 연출자의 의도 로 연기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

며 산 캐릭터의 표 방법에 따라 특수분장의 기본

제품 사용이 달라진다.

화는 사회, 정치, 경제와 문화의 반 뿐만 아니라 분

장 특수효과 분장의 발 은 창의 이고 미학 요인

에 의해 지속 으로 탄생된다고 사료된다. 향 후 국내

화산업에서도 문 인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의

경우 문 인 교육과정을 요하기에 충분한 인력 제

정 확보로 특수효과 분장 CGI 분장 기술 부분의교육

개선과 책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화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단된다.

REFERENCES

[1] N. S. Geoffrey. (1999).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 M. G. Westmore. (1973). The Art of Theatrical Makeup

for Stage and Screen. New York: McGraw-Hill.

[3] R. Rickitt.(2000). Special Effects: The History and

Technique. New York : Billboard Books.

[4] R. Griffith & A. Mayer. (1957). The Movies. New York

: Bonanza Books.

[5] Y. Y. Yoon, J. Y. Kang, S. J. Lee, H. K. Lim & J. A.

Choi. (2018). Media makeup, Seoul : Medisian.

[6] T. Debreceni.(2013). Special Makeup Effects for Stage

and Screen: Making and Applying Prosthetics. New

York : Focal ptess.

[7] M. C. Vaz & P. R. Duignan. (1996). Industrial Light8 &

Magic: Into the Digital Realm. New York : Del Rey; 1st

edition

[8] K. W. Mim. (2017). The understanding of a movie. Seoul

: Communication Books.

[9] H. Joung. (2013). History of film technology. Seoul :

Communication Books.

[10] U. J. Kim. (1999). An introduction to digital imaging.

Seoul : Jipmundang.

[11]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8). History of film.

Board.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film

[12] J. Hamilton. (1998). Special Effects: In Film and

Television. New York : DK CHILDREN.

[13]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2018). Computer-

generated imagery. Board. https://en.wikipedia.org/

wiki/Computer-generated_imagery

[14] Greasepaint. (2018) Board. https://www.cosmeticsand

skin.com/bcb/greasepaint.php

[15] P. Hardy. (1995). The Overlook Film Encyclopedia:

Science Fiction. New York : Overlook TP.

[16] G. Louis & G. H. Jin. (2017). The understanding of a

movie. Seoul : K-books.

희경(Hee-Kyung Lim)                      [정 원]

․2010년 2월 : 성신여자 학교 의

류학과(이학박사)

․2006년 2월 : 성신여자 학교 조

형 술학과(미술학석사)

․2011년 3월 ～ 재 : 서경 학교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교수

․ 심분야 : 특수분장, 메이크업, 아트, 바디페인

․E-Mail : haidyl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