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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ocial image and the external image of a 

Korean woman in 1970s and find out that the make-up can provide an important clue to 

examine the image of a woman in a given period. The research scope covered 10 top 

news of the daily newspapers and articles of women's magazines. 

  A focus was made to an analysis on words and photos from them. The relationship of 

each image scale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linguistic image scale and the visual 

image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a frugal and tidy image. It was the look of our tidy, 

simple, traditional and classic woman. 

  Second, an image of a cute and pure lady of refined manners. In 1970s, women were 

supposed to be 'a loving wife', a cultured female image with a faithful role of a 'wise 

mother' and a lady of refined manners as the best value. 

  Third, a frivolous and decadent image. Double-faced image of a woman which included 

the women, who had to live as the lady of refined manners during the daytime and 

seductive woman during the night. 

  Fourth, an image of a contemporary working woman. It was the image as a chic, 

confident and dignified working woman requested by the society of the times.

  Namely, it can be understood that women had a make-up of a soft and gorgeous tone 

as an expression of a will to keep a confident and female aspect in the course of working 

in the society by the women experiencing 1970s, the turbulent period.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e make-up was utilized as a means to express an ideal 

beauty of the time pursuant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r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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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성욕, 식욕과 함께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가꾸려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미적 표현 수단

의 하나인 메이크업(make-up)은 단순히 외형의 아

름다운 채색뿐만 아니라 외모의 조화로 타인과 자아

를 통한 자기 충족감과 자신감을 동반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패션과 함께 트렌드의 중요한 

키워드(key-word)로 자리매김을 하며 토탈 패션

(total fashion)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자 자신의 개

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메이크업은 주로 여성들의 전유물로 이용되어 한 

시대의 여성의 역할이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는 문화적 척도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또한 

문화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의 변화된 양상들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한다. 이는 곧 그 시대의 유행과 대중의 

사고, 이상 등 동 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 경제적 과도기 

시대로 당시 여성의 지위와 가치관 및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요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

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기위한 새

로운 자의식이 태동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여성의 이미지 연구에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최근 패션 트렌드 역시 1970년대의 패션 이미지가 

재등장하고 있어 메이크업 연구를 통한 1970년대 

한국여성의 이미지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여성의 이미지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

었으나 메이크업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한국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규명하고 여성의 메이크업 특

성을 대응 분석하여 한 시대의 여성 이미지 규명에 

메이크업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시대동향 분석 방

법 중 하나인 중심단어 추출(Key Wording)방법과 

패션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이미지 사진 내용분석 방

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요인은 신문기사를, 대중 매

체적 요인은 여성잡지의 기사와 사진을 통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단어나 상적인 이미지 기술이 많이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사회특성 중심단어란 한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생활의 사건 사고나 이슈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알려주는 단어이다. 여성

이미지 단어란 여성학, 사회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서 여성을 수식하거나 여성의 특성을 표현한 단어를 

말하며 이들 중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의식이 담긴 단어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단어라 하였다. 뷰티패션 이미지 단

어란 뷰티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나 기사에서 사용

된 뷰티패션관련 단어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1970년대 국내 사회적 환경 

  국내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면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대두되었다. 우리 경제는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출에서 섬유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조업의 발달로 공장이 많아

지게 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속적으로 실

시되고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공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지만 물질 만능주의사상이 팽배해지고 이기

주의가 확대되어 물질축적과 과시적 소비를 특징으

로 하는 물질적 성공주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1).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벗어나 개발도

상국, 중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한국 경제의 중심이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으로부터 

2차 산업 중심으로 서서히 옮겨갔고 한국사회는 급

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의 과도기적 시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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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문화와 많은 사회현상들

이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보편화로 인해 

TV가 안방을 점령하고 국내의 영상문화가 점차 빠

르게 전파되면서 신문, 잡지 등의 보급이 현저히 늘

어났다2). 드라마나 쇼프로 주인공들의 패션에 사람

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들의 스타일에 맞추려는 모

방 심리들이 유행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즉 TV, 신

문, 여성잡지 등은 패션이나 메이크업의 길잡이 역

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6.25 한국동란 이후의 베이비 붐

(baby boom)세대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늘면서 여

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전 시대보다 지위가 향상

되어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영 파워를 형성하

였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나름대

로의 독특한 청년 문화를 탄생시켰는데 젊은이들만

의 청바지나 통기타와 생맥주는 일반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청년문화라 할 수 있었다

<그림 1, 2>3). 핫팬츠의 유행에 사회적 물의를 불

러일으키기도 하고 남성들 사이에서는 장발이 늘어

나 여성들의 미니스커트와 함께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림 3, 4, 5>4). 

  2. 사회적 이미지의 정의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이미지(image)란 용어는 1921년 리프먼(W. Lippman)

의 저서 「퍼블릭 오피니언(Public Opinion)」에서 

 

<그림 1> 통기타  

 와진, 1978

출처:현대패션 

100년, p.237

<그림 2> 젊은이와 

생맥주

출처:주부생활,

1970. 10

<그림 3> 핫 팬츠

출처:사진으로 본 

해방 30년, 

한국일보사, 1971

<그림 4>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명동 파출소 

출처:시련과 

영광의 민족사

<그림 5> 장발족 일제 단속

출처:사진으로 본 해방30년, 

 한국일보사, 1971

‘인간이 자극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상’5)이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학술용어로서의 이미지 개념

은 1950년대부터 주로 심리학에서 다루어져 오다가 

보울(Bould)이 인간,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련한 

이미지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미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낀 

모습’을 뜻하는 말로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이 인식하

는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는 이미지가 사람

들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한 감정적 반응이라 하기 보다

는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된 과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이미지’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제반 현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관습, 기호, 유행 

등 생활의 양적, 질적인 측면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사회적 이미지의 측정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대 동향의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식→정보수

집→분석→확인의 순서를 거친다. 인식 과정이란 광

범위한 사건들 속에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읽어 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정

보 수집은 신문, 잡지, 각 업계의 전문 연구지, TV 

등 자료를 통해 변화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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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과정에서는 수집된 정보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막연한 시대의 흐름을 선명하게 파악하는

데 이 과정에서 중심단어 추출(Key Wording)방법이 

사용된다. 중심단어 추출은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

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대

를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를 선택해 내는 작업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단어로 집

약시켜 뚜렷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

러 가지 자료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추출 한 뒤 

다시 재정리7) 하여 시대동향을 알아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한 시대의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공유 이미지)의 형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융합된 시대적 요인과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

다.

  따라서 1970년대 ‘한국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

지’란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여 공유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헤퍼 

보이는 여성’의 대명사인 김추자<그림 6>, 퇴폐적이

라 불리면서도 또한 인기를 얻은 영화 ‘영자의 전성

시대<그림 7>’의 영자와 ‘별들의 고향’에서 나오는 

청순하고 귀여운 경아<그림 8> 등이 있다. 한편 산

업의 중심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보충하

였는데 이들 중에서는 신체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만

을 가지고 특별한 기술 없이 상경하여 식모나, 버스

차장, 빠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하던 ‘억척부인’이 

있었으며 사회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한편 취미생활을 즐기는 교양형 여성이미

지도 함께 공존한 시기였다.

<그림 6>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1978)
출처:http://cafe.naver.com/chooja/984

<그림 7>영자의 전성시대 (1975년)
 출처:http://blog.naver.com/cine212722 

<그림 8>별들의 고향(1974년)
출처:http://morrisonhotel.tistory.com

  그러나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밤에는 요부, 

낮에는 요조숙녀’의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

짐으로써 외도하기 쉬운 남편을 위한 새로운 아내상

이 생겨나 매우 혼돈스럽기도 하였다. 또한 복부인, 

보석부인, 유한마담 등이 속물주의의 대상이 되어 

지탄받게 되기도 하였으며 ‘춤바람’에는 주부들의 

성적으로도 자유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분위기속에서 때론 ‘타락한 여자’의 이미지로 때

론 ‘애국자’로, ‘현모양처’로 ‘요부’로 ‘요조숙녀’로 

‘대담한 현대여성’으로 사회적 역할이 맡겨지는 다

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8).  

  이처럼 시대적, 사회적 여건, 경험 등에 따라 사

상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미의식이나 이미지 또한 시

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

면, 당시의 미의식이나 이미지를 밝히는 작업은 사

회상이나 생활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

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연구는 당시대의 시

대적 요인을 알려주는 신문기사와 같은 컨텐츠를 통

한 중심단어 추출방법과 대중매체적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동시대의 사진과 같은 시각자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혹은 요구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패션, 메이크업 

등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3. 1970년대 국내 메이크업 경향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제

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메이크업의 색상과 화장

술이 발달하였다9). 메이크업 홍보가 전개되었고, 태

닝 화장이 시작되었으며 후반에는 TPO에 적합한 화

장이 유행하였다. 또한, 계절별 전용제품, 나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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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화장품 

제조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고 메이크업의 

수요 증가, 색조화장에 대한 인식계몽, 인기 색조화

장품목의 방문판매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른바 

화장품의 춘추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투명한 피부

에 부드러운 볼연지, 가늘고 짧은 눈썹과 둥글고 깊

은 눈매와 긴 속 눈썹, 진하고 빨간 입술 등으로 여

성미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전체적인 색조가 화사한 

엷은 핑크빛을 띠면서 아이라인은 엷은 녹색계가 유

행하였고 눈썹을 가늘게 하고 입술은 도톰하게 표현

하기도 하였다<그림 9>. 1970년대 후반부터는 메이

크업이 토털 패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입체

화장이 선을 보였다<그림 10>10). 

  실용성이 강조된 자연스런 메이크업의 유행으로 

투명한 피부표현이 선호되었는데, 당시 여성 잡지인 

「여성중앙」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듬뿍 발라 결점

을 커버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메이크업을 하지 않

는 것이 좋으며 오늘날의 화장은 파운데이션을 엷게 

발라 어떻게 자연스런 피부로 보이도록 하느냐는 것

이 요점"이라고 하였다11). 하지만 뜨거운 여름 태양

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피부를 두껍

게 바르는 것도 일시 유행하였다. “피에로처럼 얼굴

에 마구 바른 화장이 유행을 하는데 평소엔 그런 화

장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바다나 산의 이글거리

는 태양 아래에선 살결을 보호하는 뜻에서 그런 화

장을 즐겨 보면 어떨지”?12) 라는 광고를 통해 바다

에서나 산에서의 피부 화장법을 소개하고 당시의 여

성들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번 겨울 내추럴한 분위기와 여성다움이 

강조되는 패션 경향과 함께 메이크업 역시 내추럴 

느낌의 표현이 어울리며 특히 겨울 메이크업의 포인

트는 표정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볼연지에 있

다”라고 하였다13). 낮 동안에는 피부표현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밤

이나 디스코클럽에서는 메이크업을 실버, 골드, 펄, 

그리고 형광입자들을 사용하여 광택이 나는 피부표

현을 하였다<그림 11>. 

  1970년대 여성들은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피

부와 몸매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다. 즉 요가, 초자

연적인 명상, 자연식품의 선호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다 아름답게 해주는 화장품으로 눈을 돌렸다. 한

편 피부 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외에서 휴가

를 보낼 수 있는 성공한 삶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일년내내 태닝을 하기도 했다14). 특히 여름철에는 

너 나 없이 태닝 문화가 더욱 유행을 하였다<그림

12>. 당시 여성 잡지인 여성중앙에서는 태닝하는 방

법을 상세히 소개하여 여성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

시키기도 하였다. “여름철의 고운 살결은 당신의 타

입에 맞는 색깔의 살결로 표현하고, 피부는 팽팽함

과 윤기가 있을 것이며, 온몸이 얼룩덜룩 얼룩이 없

이 한결같은 색깔로 태워지게 할 것이며, 남양의 엑

조틱한 원주민 아가씨가 아름다운 것은 이 3가지 조

건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광고이

다15). 이러한 태닝 광고에서도 ‘본인의 피부색에 맞

는 타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여전히 피부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60년대 후반부터 유행해 온 

기교적인 아이 메이크업으로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아이 홀을 강조하였고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로 눈을 

크고 선명하게 하여 눈을 강조하였다. 입술은 소프

트한 컬러로 표현하였으며 볼 화장으로 입체감을 주

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후반

으로 갈수록 서서히 색조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색조 메이크업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색

조 메이크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으나 국내 화장품 

회사의 주도하에 메이크업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색

조 화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국내에서는 여성들의 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 길잡이가 되었던 여성잡지에서도 낮과 밤의 메

이크업 패턴을 안내하는 광고들로 여성들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켰다. 즉,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와 복장의 조화와 동시에 TPO(시간, 장소, 목

적)를 고려하도록 하고 낮에는 자연스런 아이메이크

업을, 반대로 밤에 외출 할 때는 붙이는 눈썹을 사

용하여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그림 13, 

14>16)라고 하여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은 눈 화장

에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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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엷은 핑크와 

녹색계의 메이크업

출처: 여성중앙, 1975. 3

<그림 10> 눈, 코, 입술, 볼을 

강조한 입체메이크업

출처 : 여성동아, 1976. 12

<그림 11>실버, 골드, 펄을 

사용한 밤의 피부표현

출처 : 여성중앙, 1972. 6

<그림 12> 태닝 메이크업 

 출처 : 주부생활,1976. 

<그림 13> 낮의 자연스런 

메이크업

출처 : 여성중앙, 1971. 9

<그림 14> 밤의 화려한 

메이크업

출처 : 주부생활, 1973. 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자료수집

  연구 범위는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이며 연구 수

행을 위한 1차적 자료는 1970년대 3대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사용하였고 3대 여

성잡지인 여성동아, 주부생활, 여성중앙 중 국회 도

서관 소장 총292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2월~2007년 7월 까지였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1) 신문을 통한 사회특성 중심단어 수집 및 분석 

  신문기사를 통한 사회현상 중심단어 추출(key 

wording)은 일간지 기사내용을 수기나 복사 등의 방

법으로 수집한 후 정리하여 사회적 특성을 알 수 있

는 중심단어로 판단되는 단어 83개로 취합하고 유사

한 것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사회특성 중심 

단어를 제시하였다.

 2) 여성 이미지 단어 수집 및 분석

  여성의 이미지단어는 '여성관련 선행연구에 나타

난 여성의 이미지' 와 '여성의 패션에 관련한 선행연

구 및 여성잡지의 메이크업, 헤어, 패션 등 여성관

련 기사'에서 수집하였다. 관련된 단어를 복사,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록 정리한 후 104개 단어를 취합

하였다. 이를 다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14개의 단

어로 압축하였다. 

 3) 여성이미지 단어의 이미지 스케일 대응

  이미지 스케일 대응 분석기준은 일본의 코바야시 

디자인 연구소의 S/H/W/C(soft/hard/warm/cool)의 

속성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언어 이미지 스케일 

분석, 이미지 군별 특성 분류표, 색채 이미지 스케

일 분석에 따라 여성이미지 단어를 이미지 스케일에 

대응시켰다. 

 4) 메이크업 사진 분류 및 분석

  1970년대 여성잡지 292권에 나타난 메이크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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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총 1,530장의 사진

을 찍고 그 중 정면 모습, 전체 얼굴 및 메이크업 

기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여성 얼굴 

총 323장을 연구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뷰티∙패션 

현장경험 5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학력 이상을 가

진 전문가 5명을 구성하여 사진 자료의 이미지를 분

류하였다. 이미지 분류 기준은 패션이미지 8개의 이

미지 군(classic-natural, modern, mannish-dandy 

-casual, active-sportive, avant garde, ethnic, 

faminine, elegant)을 사용하였다. 각 사진에 대한 

이미지 추출은 전문가들이 토론형식으로 논의하여 

최종 분류하였다.

 5) 이미지 스케일 중첩

  메이크업 이미지 스케일과 여성이미지 단어 스케

일을 대응시키고 두개의 이미지 스케일을 중첩시켜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6) 메이크업 특성 내용 분석

  이미지 스케일에 위치한 그룹별 메이크업 특성을 

색채, 형태 등의 요인으로 내용 분석하여 1970년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특성을 확

인하였다.

Ⅵ. 결과 및 분석

  1. 신문 기사를 통한 사회 특성 중심단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1970년에서 

1979년까지의 10대 뉴스에서 제시된 기사의 단어들

을 ‘10대 뉴스 관련 사회현상 단어’로 정리하여 대

표적 단어를 ‘사회현상 중심단어’로 정리하고 중복

이나 비슷한 내용을 제외하여 당시의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압축하여 ‘사회 특성단어’로 결

론지었다.

  1970년대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사회특성 중심단

어는 고속성장, 활기찬, 경박한, 내핍생활, 여성해방, 

실리추구, 긴박한, 등 격동기의 시대를 대표하는 단

어들로 중심을 이루었다. 이것으로 유신체제와 고도

성장이라는 현상이 맞물려 사회가 더욱 불안하고 위

축되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한국

은 격동기의 시대이며 다양한 가치관이 대립되는 시

기였고, 고도성장의 시작인 동시에 정치적 암흑기이

기도 했다<표 1>. 

  2.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

 1) 여성관련 선행연구

  여성관련 선행연구17)18)19)20)를 통해 1970년대 여

성에 대한 이미지 단어 81개를 수집하여 ‘여성관련 

선행연구 사용단어’라 하였고 그중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을 압축하여 18개

의 여성 이미지 ‘중심단어’라 하였다. 여성관련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단어는 여

성 노동자, 성산업, 하층여성, 수직적 상승욕구, 남

의집살이, 감수성, 품팔이, 거리의 여자, 세련된, 교

양계층, 문화적 향유, 사랑스런 아내, 선구적 여성, 

예쁘고 착하고 헤픈, 현모양처, 진취적인 등으로 나

타나 부정적 이미지와 교양계층, 선구적 여성들이라

는 긍정적 이미지의 양면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2) 뷰티패션 선행연구 및 여성잡지 기사

  뷰티패션관련 선행연구와 문헌21)22)23) 및 3대 여성 

잡지인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의 메이크업, 

헤어, 패션 기사나 광고에서 표현된 여성에 대한 이

미지 단어 104개를 ‘여성에 대한 뷰티 패션 단어’로 

정리하고 그 중 압축한 14개의 단어를 ‘중심단어’로 

결정하였다. 

  여성의 뷰티 패션 이미지단어는 낭만적인, 우아한, 

활동적인, 천연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귀여운, 

유연한, 소녀적인, 클래식한, 화려한, 대담한, 요염

한 등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단어의 이미지를 살펴

보면 결국, 1970년대의 여성들이 자유롭고 경쾌하며 

대담한 현대 여성과 고전적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와 

화려하고 요염한, 섹시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요부형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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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현상 중심단어를 통한 1970년대 사회특성 중심단어

10대 뉴스 관련 사회 현상 단어

⇨

사회현상 중심단어

⇨

중심단어

1970

실리성, 실제적, 합리적, 새로운, 재현시키다, 헌신짝 취급, 치맛
바람, 망신살, 대참사, 안전 불감 경부고속도로 개통, 1일 생활
권, 대동맥, 적극적인, 추진하다,수출10억 달러 달성, 영세성, 보
세가공의 한계, 가난, 와우식 근대화, 물가상승, 물가고, 생계, 
집단난동, 사고와 재난. 낙태, 섹스의 자유, 참화. 여성해방운동, 
가사의 동등권, 유행사조, 공해문제, 동서화해, 자유화 운동, 실
리외교, 실리추구, 냉전후퇴 

경박한, 고속성장, 빠

른, 적극성, 활기찬, 

실리추구, 물가고, 합

리적인 활동적인, 여

성해방, 가련한, 변화

하는, 활기를 띤, 역

동적인, 기대에 찬, 

시급한, 내핍생활, 과

감한, 충돌하는, 참혹

한. 현란한, 벅찬, 기

능적인, 위기, 역동적

인. 강한, 스포티한, 

건강한, 비약적인, 급

박한, 폭발형 헤어스

타일, 화려한, 발전하

는, 성취하는, 기능적

인, 호화한, 가정적

인, 풍부한, 대범한, 

야성적, 열정적인, 격

동의, 획기적인, 가속

적인 즐거운, 자유스

러운,명랑한, 활동적

인, 비열한, 방탕한, 

부조리한, 건설적인, 

극심한, 든든한, 견실

한, 변화하는, 합리적

인, 열정적인,비약적

인, 탄력 있는, 활동

적인, 평화로움, 여유

로움 엽기적인,극심

한, 풍요로운, 격렬

한, 불안한,새로운, 

현란한, 새로운, 너그

러운, 어려운, 비열

한, 각박한, 편리, 진

보적인, 이상적인,극

단적인, 불안한, 긴박

한, 긴장감 있는

고속성장

활기찬

경박한

 

내핍생활

가정적인

격동의

 

여성해방

스포티한

물가고

실리추구

극단적인

불안한

긴박한

활동적인

엽기적인

변화하는

방탕한

화려한

1971

과감한 변화, 활기를 띄다, 변화하는, 시급한, 개혁, 핑퐁외교, 
국가안보 최우선, 비상사태 선포, 이산가족 찾기, 인도적 입장, 
비상사태,호텔화재 사상 세계최악, 위수령발동과 학생 제적, 회
환과 희망, 화해와 전쟁, 시장엔 붐빔과 한산이 공존, 연말경기 
푸념, 내핍생활

1972
비상계엄 선포, 위기, 갈등심화, 은행금리 인하, 사채동결, 적십
자 대표, 남북왕래, 집중폭우 대 참사, 뇌물수뢰, 스포츠의 해, 
올림픽의 해

1973

석유파동, 물가고, 에너지 파동위기, 난국극복, 대학생 데모, 비
약적인 경제발전, 풍부한(값싼) 노동력, 수출산업, 중점투자, 어
촌 전화사업, 사치성 소비산업억제, 프레미엄, 배급제 실시, 뒷
거래, 폭발 형 헤어스타일 유행, 문호개방

1974

긴급조치 선포, 압도적, 돌파구, 생활용품 인상, 봉급인상, 처우
개선, 폐교조치, 가두데모, 부정대출, 젊은 남녀 시골무단상경, 
타임나이트 클럽, 고고 춤, 서류위조, 인권회복, 격동의, 급박한, 
국내자유통행증 발급대상 전 국민 확대, 국내통행제한, 획기적인 
자유화

1975

유언비어, 날조 및 위조, 극심한 경영난, 도피, 붕괴, 광고 무더
기 해약사태, 방탕, 엽색행각, 유행어, 우범 청소년, 밀수 뿌리 
뽑기, 연료절약, 경제개발5개년 계획, 감각적인 뉴스, 유언비어, 
재산 해외도피, 공무원 부조리, 회오리바람, 부조리 척결, 학도
호국단 창설

1976

북괴도끼 만행, 긴장고조, 석유 채굴 설, 마약밀수, 억대 도박, 
석유발견발표, 해저보물 인양, 중산층 이하 세 부담 경감, 폭발
적인 수출 신장, 거액해외 도피, 확 최고기록, 국제수지, 국내경
기 크게 호전, 세계17위 수출국가 비약, 수출 1백억 달러 돌파, 
정치보다 안보, 스포츠에 관심, 거액 부조리, 탈세, 여자 운전사 
택시 강탈, 엽기적, 몰락, 열띤 분위기, 에베레스트 등정, 불량식
품, 급식빵, 수해

1977

쌀농사 대풍, 쌀 막걸리 출현, 웃돈거래, 부가세 실시국가, 극심
한 유통혼란, 물가상승, 거래마비, 의료보호제도, 학교급식용 빵 
세균, 이미지 고양, 대 참사, 세계경제 불안, 새로운, 격렬한, 수
입문호개방 압력

1978

선거의 해, 대사면 단행, 중등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여고생 추
행, 투기행렬 장사진, 복부인, 미사일 시대의 개막, 수입자유화, 
아파트분양특혜사건물가고, 구호 홍수, 만원버스, 아귀다툼, 영
화배우 최은희 실종, 납치, 월북, 투기, 지진 피해 복구비, 북괴 
땅굴 발견, 고추, 배추 파동, 국민학생 교육 무상, 유치원 설치,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전문대학 운영, 우등열차 운행, 자동차세 
대폭 인상

1979 박대통령 서거, 비상계엄, 위수령, 도산기업, 농성여공, 고유가 
시대, 경기침체 가속화, 원유가격인상, 유인살해, 암매장, 내연의 
처, 강제해산, 그릇된 기업윤리, 금융비리, 유신헌법 9호 해제, 
기도원, 무게 없는 보호자(남편), 국악 해외공연 활발, 무형문화
재 연주단 창립, 날림공사, 역사적인, 지하철 시대 개막, 쌀 브
로커, 수출 지상주의, 부정대출, 권력 형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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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단어

기타 여성관련 선행연구 사용단어 중심단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서울로 상경, 식모, 열악한 노동, 환경서비스 산업, 

성산업, 환영, 품앗이, 도시로 상경한 소녀, 젊은 여성 상품경제, 노동 

투쟁, 공순이, 용공여성, 노동자, 성매매, 향락산업, 관광산업, 성산업 

구조, 가부장적 가족 및 성규범, 기생관광, 천연자원, 신 위안부, 거리의 

여자, 만보 객 유혹, 억압, 술집여자, 창녀, 멜로드라마, 감수성, 가족 

내의 갈등, 하층여성, 폭압적, 가부장적, 관계 파괴적, 이주민의 방랑사 

, 근로여성의 계급, 차장, 수직적 상승의 욕망, 가정부, 빠걸, 여공, 

억압된, 하층민, 소외된 하층민, 매춘여성, 예쁘고 착하고 헤픈, 

값싸고 순응적 노동, 소비문화, 고립, 가사노동 담당자, 가부장제 산물, 

어멈, 전통적 결혼, 여편네, 무지한, 관습화된, 남의 집 살이, 하층계급 

여성, 품팔이, 생계유지, 욕망의 환타지, 말쑥한, 세련된, 교양계층, 

호화로운 실내장식, 화려한 이상, 경양식집, 부를 상징하는 공간, 

문화적 향유, 현모양처, 근대적 아내, 모성, 

사랑스런 아내, 전통적 여성 삶의 거부,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 선구적 

여성, 유학, 인테리, 지식인 여성, 양장점, 양화점

부

정

적

성산업 

거리의 여자 

예쁘고 착하고 헤픈

수직적 상승욕구 

여성 노동자 

하층여성

남의 집 살이 ⇨
긍

정

적

전통적 결혼

 감수성, 품팔이

세련된, 교양계층

문화적 향유

지식인 여성 

사랑스런 아내 

선구적 여성 

현모양처, 진취적인

<표 3> 1970년대 뷰티 패션 이미지 단어 분석 결과

뷰티패션 선행연구의 뷰티패션 

이미지 단어

여성잡지의 뷰티 패션 이미지 단어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
중심단어

낭만적이고 우아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A라인 스커트, 

활동적인, 귀여운, 스포티 모드, 

코믹모드, 로맨틱모드, 통바지 

유행, 실용성, 정돈된, 판탈롱 

스타일, 단순한, 유연한, 보이시 

스타일, 언밸런스, 롱엔드 슬림, 

대담하고 화려한, 밝은 색조, 

시원한, 부드러운 여성미, 

경쾌한 개성미, 심플함, 자연 

지향적인, 따뜻하고 포근한, 

밝고 특이한 색의 배합, 편안한, 

소프트한, 세련된, 차분한, 

얌전하고 정돈된, 깊고 무게 

있음,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복고풍의 부드러움, 자유롭고 

경쾌한무드,

부드러운, 화사한, 환상적인, 단아한, 고전적인, 슬림 

프로포션, 원시적인, 진보적인, 가냘픈, 보이쉬한, 

클래식한, 이지적인, 감각적인, 따뜻한, 화려한, 풍만한, 

세련된, 폭발적인, 역류하는, 동양적인, 기하학적인, 

플래퍼리시, 요염한, 심플한, 개성 있는, 서구적인, 귀여운, 

단조한, 낭만적인, 싱그러운, 천연의, 동적인, 복고풍, 

캐주얼, 심플한, 장식적인, 시원한, 스포틱, 변화하는, 

경쾌한, 새로운, 발랄한, 매력적인, 생동감, 내추럴, 신비한, 

노련한, 센스 있는, 단정한, 차분한, 깨끗하고 담백한, 

기초적인, 밝은, 여성스러움, 활기찬, 야성적인, 신선한, 

신비스러운, 샤프한, 하이 센스한, 포근한, 밝은 색조, 

산뜻한, 고전적 무채색,생기 넘치는, 옅은 색조, 윤기 있는, 

현대적인, 소녀적인, 품위 있는, 환상적인, 안개 낀(몽환적), 

건강미, 섹시한, 대담한, 본래의 피부색, 청순한, 밝은 색조 

화장, 세심한, 부드러운 선, 직선적인 선, 세련된 색조화장, 

코믹한, 로맨틱모드, 활동적, 실용성, 유연한, 천연섬유, 

대담한 컬러, 언밸런스, 소프트한, 얌전한, 차분한, 정돈된, 

깊이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편안한, 곡선미, 샤넬라인, 

슬림 스타일, 정숙한, 깊은, 청초한

대담한 

요염한 

화려한

활동적인 

귀여운

소녀적인

청순한 

내추럴한

단아한

낭만적인 

우아한

 따뜻한

유연한 

품격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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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 단어 추출 결과

  앞서 살펴 본 여성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뷰티 패션 선행연구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

지, 그리고 당시의 여성 잡지에 나타난 1970년대 여

성의 이미지를 통하여 1970년대 여성에 대한 사회

적 이미지를 정리하였다.

  시대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과 이미지에 따라 뷰티‧패션 같은 외적인 태도가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뷰티‧패션 이미지 단

어에는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기대하는 여성

의 이미지가 반영,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여성이미지 단어는 그동안 패션연구에서 

활용하였던 형용사 중심의 언어이미지 스케일에 대

응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성의 뷰티‧패션 이

미지단어로 전이를 시켜 대응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성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중심단

어와 선행연구 및 잡지기사의 뷰티‧패션에 나타난 

104개의 단어에서 여성 이미지 중심단어로 추출된 

14개의 단어를 대응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자’, ‘품

팔이’, ‘하층여성’, ‘남의집살이’, ‘전통적 결혼’은 여

성의 뷰티 패션 이미지인 ‘내추럴한’, ‘단아한’ 으로 

대응 할 수 있었고 ‘예쁘고 착하고 헤픈’, ‘사랑스런 

아내’, ‘감수성’은 ‘귀여운’, ‘소녀적인’, ‘청순한’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성산업’, ‘거리의 여자’, ‘수직적 상승욕구’

는 ‘대담한’, ‘요염한’, ‘화려한’으로 대응 할 수 있

<표 4>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 단어 추출 결과

뷰티 패션이미지 

중심단어 

↔

여성관련 선행연구이미지
1970년대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 단어

대담한, 요염한 

화려한, 활동적인 

귀여운, 소녀적인

청순한, 내추럴한

단아한, 낭만적인 

우아한, 온화한

세련된, 품격있는

• 여성 노동자, 품팔이, 하층여성, 남의집살이

 전통적 결혼 - 단아한, 내추럴한, 

→ •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

• 예쁘고 착하고 헤픈, 사랑스런 아내, 감수성 - 

귀여운, 소녀적인, 청순한

→ •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 이미지 

• 성산업, 거리의 여자, 수직적 상승욕구 -대담한, 

요염한, 화려한

→ •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

• 세련된, 교양계층,

 문화적 향유, 지식인 여성, 선구적 여성, 

 현모양처, 진취적인 - 낭만적인, 우아한, 온화 

한, 세련된, 품격있는

→ • 현대적 직업여성의 

  이미지

 

었고 ‘세련된’, ‘교양계층’, ‘문화적 향유’, ‘지식인 

여성’, ‘선구적 여성’, ‘현모양처’, ‘진취적인’은 ‘샤프

한’, ‘낭만적인’, ‘우아한’, ‘온화한’, ‘세련된’, ‘품격

있는’으로 대응 할 수 있었다. 

  대응 결과’ 1970년대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는 ‘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

의 이미지’,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 ‘현대적 직

업여성의 이미지’로 규명할 수 있었다<표 4>.

 4) 이미지 스케일 대응

  추출된 여성의 이미지 단어를 이미지 스케일24)에 

대응하였다. 언어 이미지 스케일은 일본 코바야시 

(주)일본컬러 디자인연구소의 배색 이미지워크의 따

뜻한, 차가운, 부드러운, 딱딱한의 축으로 배색을 분

류한 다음 16개의 이미지 (프리티/웜/캐주얼/다이나

믹/고저스/와일드/로맨틱/내추럴/엘레강스/시크/댄디

l/클래식&댄디/포멀/클리어/쿨캐주얼/모던)그룹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미지어를 배색의 유사성으로부터 

계통적으로 관련시켜 선정한 것이다25). 추출된 패션 

선행연구의 뷰티패션 이미지 단어 33개와 여성잡지

의 뷰티, 패션 이미지 단어 104개를 대응하여 배치

시켰다<그림 15>. 

  분석한 결과 1970년대 여성의 뷰티‧패션 이미지는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 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해당하는 감미로운, 자연적인, 우아한, 귀

여운, 케주얼한 이미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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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 단어 대응            <그림 16> 1970년대 여성의 메이크업

  3. 여성의 메이크업 이미지 

  3대 여성잡지 여성중앙, 여성동아, 주부생활에 나

타난 1970년대 여성의 메이크업 이미지 분석은 '현

대 패션 디자인'26)에서 분류한 8개의 패션 이미지군

을 사용하여 이미지기준 축을 제작하였고 각 사진에 

대한 이미지 분류는 5명의 전문가들이 토론 형식으

로 진행하여 분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총 

328장이다. 이를 각 사진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

지군 축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그

림 16>과 같다.

  1970년대 여성의 메이크업 이미지는 <그림 16>

처럼 전반적으로 클래식, 엘레강스, 페미닌의 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에스닉과 아방

가르드군에 분포 되었으며 액티브, 매니쉬, 모던의 

군은 상대적으로 적게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4. 여성의 이미지와 메이크업 특성 대응을 

     통한 사회적 이미지 결과

  <그림15>의 1970년대 여성의 이미지 단어 대응 

스케일과 <그림16>의 메이크업 이미지 스케일을 중

첩시켜 보았다. 중첩 결과 ‘부드러운-따뜻한’의 언어

이미지는 여성의 메이크업 ‘클래식-내추럴’, ‘엘레강

스-로맨틱’, ‘페미닌’과 대응되었고 ‘따뜻한-딱딱한’

의 언어 이미지는 여성의 메이크업 ‘에스닉’과 ‘아방

가르드’, ‘페미닌’으로 대응되었다. 또한 ‘딱딱한-차

가운’의 언어이미지는 여성의 메이크업 ‘액티브’, 

‘매니쉬’, ‘댄디’, ‘모던’으로 대응되었고 ‘차가운-부

드러운’은 여성의 메이크업 ‘모던’으로 대응되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을 거쳐 1970년대의 여성의 사

회적 이미지를 도출 한 결과 첫째, ‘클래식과 내추

럴’은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둘째, ‘엘레강스

와 로맨틱’은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의 이미지’, 

셋째, ‘페미닌’, ‘에스닉’, ‘아방가르드’는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로 넷째, ‘엘레강스’ 와 ‘로맨틱’, 

‘모던’은 ‘현대적 직업여성의 이미지’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17>과 같다.

  5. 사회적 이미지 별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

  종합적으로 이미지 형성 배경을 정리하고 각 이미

지 별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을 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970년대 여성들의 메이크업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앞서 도출된 사회적 현상과 여성에 대한 사

회적 이미지 및 패션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업화, 도시화의 촉진으로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했는데 그에 따른 반 도회 운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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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자연지향, 건강지향이 대두되었다. 패션에

서는 자연색과 자연소재를 사용하였고 메이크업에서

도 실용성이 강조된 투명한 피부표현에 신경을 쓰는 

자연스런 메이크업 즉, 내추럴 메이크업과 클래식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이는 여성이미지의 검소하

고 단정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이

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어둡고 침체된 절망에서 

<표 5>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 별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형성 배경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

A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

비약적인 고도 경제 

성장으로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지

향, 건강지향 대두됨. 

메이크업 역시 피부표

현에 중점을 두고 부

드러우면서 침착한 색

상이 주류를 이룬 클

래식 하면서 내추럴하

게 표현하여 정신적으

로 풍요하고 건강한 

바른 여성상을 표현

함. 

 

분류 색채 형태

피부톤
밝은 베이지. 깨끗하고 안

정된 피부

눈

.아이섀도우-브라운과 타

코그린을 믹스한 듯 무게

감 있는 색. 

.아이라인-블랙

.아이라인-리퀴드 타입

으로 깔끔하게 그림 

입술 매트한 브라운 립스틱  인커브

블러셔 핑크 브라운 사선으로 그라데이션

         

피부톤
밝은 베이지. 밝고 투명한 

피부

눈
.눈썹-머리색과 비슷한색

.아이섀도우- 베이지 

본래 눈썹형태살린 자연

스런형태.

입술
산호 베이지. 입술 중앙에 

글로스

라인을 정리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입술  

블러셔 연 베이지, 자연스럽게

B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

이미지

 1970년대 여성에게

는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랑받는 아내’, ‘현

명한 어머니’의 역할

에 충실하며 사는 것

이 최대의 기쁨인 시

절이었고 스킬자수나 

꽃꽂이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교양 형 여성

이미지, 또는 요조숙

녀가 최고 가치였던 

시절이기도 했다.

피부톤
핑크베이지. 밝고 화사한 

피부

눈

.아이섀도우-흰색이 많이 

섞인 파스텔톤 페일 그린

.눈썹-파스텔 브라운 

.눈썹-부드러운 곡선형

입술
펄이 가미된 감미로운 핑

크톤의 립스틱과 글로스
도톰하고 부드러운 곡선

블러셔 산호핑크 뺨에 넓게 펴주어 사랑

스럽고 상기된 느낌 

벗어나려는 동시대 여성들의 의지가 반영된 달콤하

며 감미로운 밝은 색상을 이용한 사랑스러운 메이크

업과 하얀 피부표현에 색조를 최대한 줄이고 아이라

인으로 눈매를 더욱 초롱초롱하게 표현한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의 메이크업도 성행하였다. 이는 여성의 

이미지인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의 이미지 표현과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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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형성 배경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

C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

 1970년대는 사랑하

는 남성을 지키기 위

해 밤에는 요부로 낮

에는 요조숙녀로 살아

야 했던 여성들과 춤

바람 주부들의 좀더 

자유로워진 성, 유한

마담과 보석부인 복부

인 등의 다중적인 이

미지를 공유했던 시대

라 할 수 있다. 

이는 때론 자의로, 때

론 집안 경제를 책임

지는 역할로서 도시의 

성문화 상품으로 전락

되기도 했던 사회적인 

모순의 한 단면이자 

1970년대 여성의 또 

다른 양면적 이미지이

기도 하다. 

 

피부톤 밝은 베이지. 두껍게 표현

눈

.아이섀도우-짙은 브라운

으로 

.아이라인-블랙 

.눈썹-짙은 블랙 브라운

.아이섀도우-눈꼬리쪽 포

인트

.아이라인-눈꼬리 치켜 

올려 도발적이고 섹시함 

.눈썹-가늘고 선명하게

입술 선홍색 립스틱과 글로스
입술중앙에 글로스로 볼

륨감 한층 더함

블러셔 와인 빛을 띤 블러셔
광대뼈 쪽 입체적으로 강

하게 표현.

피부톤 한 톤 다운된 파운데이션. 

눈

.눈썹-블랙 브라운 

.아이섀도우-브라운, 카키 

.아이라인-블랙

.아이섀도우-홀을 잡아 

깊은 눈매

.아이라인-강하고 과장됨 

입술 밝은 오렌지

블러셔 오렌지 피치 건강하고 생동감 느낌

피부톤
창백한 베이지. 창백하고 

차가운 느낌

눈

.아이섀도우-블루 블랙 

.아이라인-블랙

.눈썹-블랙

.아이섀도우-방추형

아이라인-짙고 굵은 방추

형으로 과장되게 치켜 올

려 전위적이며 강한 눈빛

.눈썹-가늘고 각짐

입술 선홍색 뚜렷하고 각짐

블러셔 붉은 색 긴 사선

D

현대적

직업여성

이미지

 격동의 시대를 살았

던 1970년대 여성들

에게 아름다운 여성인 

동시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여성은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 이미지

였으며 그러한 의지로 

부드러우면서 세련되

며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려 함.

피부톤 밝은 베이지. 

눈

.아이섀도우-엷은 브라운 

.아이라인-블랙 브라운

.눈썹-엷은 브라운

.아이섀도우- 밝고 부드

럽게

.눈썹-자연스러운 곡선

입술 핑크와인 립스틱
인커브로 깔끔하게 표현

블러셔 핑크계열 부드러운 음영

  1970년대는 바다나 산, 스포츠를 즐길 때 T.P.O

에 따른 메이크업도 유행을 하였으며 후반으로 가면

서는 하얀 피부에 아이라인, 입술, 볼 터치로 광대

뼈 부각, 눈썹을 함께 강조한 입체 메이크업도 등장



패션비즈니스 제12권 4호

112

하였다. 또한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고 밤에는 긴 인

조 속눈썹에 화려한 펄이 들어간 아이섀도우, 과장

되고 볼륨 있는 형태와 진한 색상의 입술로 대담한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밤에는 요부, 낮에는 

요조숙녀로 살아야 했던, 시대가 여성들에게 요구한 

이중적인 사회이미지의 영향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크업은 여성의 이미지인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여성의 메이크업은 다양한 모습

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안

정되고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미를 잃지 않는 한 단계 

발전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의 생

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를 내재하는 

사회적 산물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과 함께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상이 부각

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는 이러한 여

성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존의 시선에 

고정된 여성의 정형화된 메이크업 이미지로부터 자

유롭고자 하였다. 결국, 아름다운 여성인 동시에 자

신의 일에 충실한 여성이 1970년대 여성들이 꿈꾸

는 이상적 이미지였으며 그러한 그들의 의지가 우아

하고 품위 있으며 당당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메이크

업을 연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이미지인 현대적 직업여성의 이미지와도 비슷하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일간지와 여성 잡지를 통하여 1970년

대 한국여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메이크업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어 메이크업이 한 시대의 여성이미

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 시대의 트렌

드를 대표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밝

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이나 여성잡지 등

에서 중심단어 추출을 수행하여 시대적 배경을 밝혔

으며 사진이미지를 수집 분류하여 각각 이미지 스케

일에 대응한 후 중첩시켜 유사한 위치의 그룹을 카

테고리화 하였다. 각 영역에 맞는 사회적 이미지를 

밝히고 메이크업 특성과 기법을 분석 하였다.

  1970년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이와 

관련된 메이크업 특성은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검소하고 단정한 이미지이다. 비약적인 고

도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공해문제로 자연지향, 건강

지향이 대두되면서 부드러우면서 침착한 색상이 주

류를 이룬 클래식 하면서 내추럴한 메이크업으로 정

신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한 바른 여성상을 표현하였

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면에서도 근검절약을 실천하

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던 단정하고 소박한 우

리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여인의 모습이며 1970년

대 여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귀엽고 청순한 요조숙녀의 이미지이다. 

1970년대의 여성에게는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랑받는 아내’, ‘현명한 어머니’의 역

할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최대의 교양 형 여성이미

지, 또는 요조숙녀로 보는 사회적 이미지이다. 메이

크업 역시 하얀 피부표현에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맑

고 초롱초롱하게 보이게 강조하였고 투명하고 도톰

한 붉은 입술로 표현하여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여성을 대변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셋째, 경박하고 퇴폐적인 이미지이다. 1970년대는 

사랑하는 남성을 지키기 위해 밤에는 요부로 낮에는 

요조숙녀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과 춤바람 주부들의 

좀 더 자유로워진 성, 유한마담과 보석부인 복부인 

등의 다중적인 이미지를 공유했던 시대상이 반영된 

사회적 이미지이다

  메이크업 역시 강하고 화려한 대비효과의 색조 메

이크업에 짙은 아이라이너, 긴 속눈썹. 볼륨감을 한

껏 더한 짙고 붉은 입술. 때론 입가의 애교점을 찍

기도 하는 등 섹시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때

론 자의로, 때론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로서 도

시의 성문화 상품으로 전락되기도 한 사회적인 모순

의 한 단면이자 1970년대 여성의 또 다른 양면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넷째, 현대적 직업여성의 이미지이다. 격동의 시

대를 살았던 1970년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며 

당당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지키려는 사회적 이미지

이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자연스러움, 부드러우면서 

세련된, 우아한 여성미를 더한 엘레강스 메이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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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시크하며 당당하고 품

위 있는,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일하는 여성으로

서의 이미지 연출에 그 몫을 하였다. 이로써 메이크

업은 시대의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시대적 이상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과 사회적 이미지 연구를 통해 당시의 사

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혹은 기대하는 사회적 이

미지를 여성 스스로가 연출하려는 의도나 사회적 이

미지에 부응하려는 의도된 이미지로도 해석 될 수 

있겠다. 아울러 당시의 사회현상과 패션, 메이크업 

등은 같은 맥락으로 흐르며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메이크업 변천과 역할에 대한 정

보와 자료를 정립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의 연구와 차별화 하여 여성과 사회의 이미지 연구

와 메이크업 연구를 적용 시킨 것에 의의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메이크업을 사회적 이미지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와 언어적 자료

의 대응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보다 정확

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메이크업 분야의 새로운 이

미지 척도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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