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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장례서비스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다루는 의례 차에 한 것으로, 복지서비스의 마지막 단계

라 할 수 있으며, 고인의 마지막 형태를 복원하는 고 인 회복기술 수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시 

모습의 재  내지는 더 나은 외모로 표 하는 메이크업의 단계로 발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

을 좋은 모습으로 기억코자 하는 유족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시 별로 변화되고 있는 방법들을 기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장례메이크업은 유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죽은 이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수 있는 우리의 장례문화의 가장 주요한 한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장례식장 내에서 

고인을 모시는 입  단계에서부터 꽃 장식, 보 등의 인테리어, 음향효과, 조명시설, 특수 재료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장례 메이크업을 체계 인 방법으로 실제 용해 보고, 그 효용성을 교육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중심어 :∣장례서비스∣의례절차∣회복기술∣마지막 모습∣장례메이크업∣

Abstract

As the funeral service is on ritual of addressing death that is the final phase of life, it can 

be said to be the final stage of welfare service. It is developing into the stage of make-up, 

which reproduces the image of reality or expresses with the better appearance from the level 

of recovery technique, which restores the final form of the dead. This is caused by a request 

of the bereaved family with the aim of remembering the dead's final image with good looks. 

Methods, which are being changed by period, can be found in a record. As this funeral make-up 

is one field of special make-up, it is systematically made into proper application method along 

with the development in special materials. Thus, it will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rses henceforth in our funeral culture available for beautifully decorating the dead's final 

image. In order to satisfy the request of the bereaved family, it is necessary to made floral 

decoration, casket cloth, and acoustic effect including the casket stage of worshipping the dead 

inside the funer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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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장례서비스는 인생의 마지막 한 단계인 죽음을 다루

는 경건하고도 숭고한 의례 차에 련된 서비스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에 해 꺼려하거나 두려워하

는 등 죽음을 멀리하고자 하고 소외시키고 싶어한다.

죽음은 구나 맞이하는 것으로 죽음을 멀리하기보

다 열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요하다. 복

지서비스는 요람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인 무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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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해 죽음

과 련된 복지서비스에 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다. 복지서비스의 최종 인 단계라 볼 수 있는 

장례서비스 분야에 보다 많은 사회  심이 요구되는 

시 이라 단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례문화 서비스

의 질 , 양 인 발 과 성장도 목할 수 이다.

장례식장 이용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

하고 합리 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요즘 들어 몇몇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조

문객들의 부정 인 인식을 해소하기 해 시설의 

화와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한 방편으

로 고인에게 장례이벤트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까지 제

공하여 좋은 반응과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에게 메이

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홍보 부족 등으로 사

회 인 인식이 걸음마 수 에 머물고 있어 장례서비스

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까지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신복원과 장례메이크업에 한 

요성이 차 강조될 것임은 필연 인 것으로 보인다. 

회복기술학은 고인을 생 의 모습과 색에 유사하게 

재창조하려는 배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한다. 첫째는 보이는 표면의 모양과 자연 인 

윤곽선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피부의 정상 인 

색을 만드는 것이다. 피부의 변색을 덮어주고 자연스러

운 피부색의 복원을 하여, 여성들의 치장을 하여 

사용되는 화장품을 이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장례메이크업은 회복기술학에 포함된다. 

사람이 죽으면 생리작용이 없어지고 냉장보 에 의

한 냉각, 건조. 시반. 경직 등의 물리  작용이 일어난

다. 죽음, 질병, 사고로 인하여 얼굴이 변색된 경우, 잃

어버린 색과 부 를 원래의 상태, 살아 있을 때와 유사

한 안색으로 맞춰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장례메이크업의 목 은 생 의 자

연스러운 모습과 색을 복원함에 그 목 과 의의가 있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장례메이크업은 다음과 같은 

목 을 성취하기 해 시신의 보이는 부 에 행해진다. 

첫째, 여러 종류의 죽음으로 인해 원래의 색을 상실

한 부 를, 원래 로 되돌리기 해, 

둘째, 장례식장의 조명에 의해 색이 죽는 효과를 보

상하기 해, 

셋째, 고인의 생 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모습을 보

여주기 해, 

넷째,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평화로운 안식

을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족들의 슬픔

을 심리 으로 덜어주기 해, 

다섯째, 얼굴이나 표정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는 

에 덜 띄게 하기 해, 

여섯째, 수의와 내부의 인테리어, 시신의 안면색조

를 조화롭게 하기 해서이다. 

일곱째, 변색된 부 를 감추고, 

마지막으로는 피부의 색상에 따라 왁스의 개발, 

한 용 등의 기술 인 발 의 필요성이 있다[1].

이와 같은 목 으로 행해지는 장례메이크업은 사고 

등으로 유족이 보기 괴로울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시

신의 경우, 골격과 피부를 복원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

난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 으로써 유족들의 슬

픔을 심리 으로 안정시켜 다. 한, 시신의 의복이나 

내부의 인테리어를 꾸며 좀 더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

출하여 유가족  동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다. 손상된 시신을 복원하는 ‘회복 기술’, 죽

은 이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례 메이

크업’이 이제는 우리의 장례문화의 가장 주요한 한 과

정이 될 것이며, 발 인 변화의 모습이 될 것이다. 마

지막 모습이 아름다우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시신

복원과 메이크업에 한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는 

이 시 에 장례아티스트 각자가 회복기술에 한 새로

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이 분야

에서 이론 인 배경을 살펴보고 장에서 연구자가 직

 임상 용한 결과를 체계 으로 매뉴얼화 함으로써, 

복원의 시작부터 메이크업까지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일반 으로 메이크업은 표 역  방법에 따라 크

게 일반메이크업과 스페셜메이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

은 고유한 역을 가지고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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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메이크업은 낱말 뜻 그 로 ‘미’ 즉 아름다움을 

표 하는데 목 을 두며, 스페셜메이크업은 좀 더 극

인 의사 달 수단으로 인물의 모습의 일부를 감추거

나 강조하는 등으로 변화시켜 상의 나이나 성격 등의 

이미지를 원하는 바 로 구축하여 개성있는 인물로 표

하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장례메이크업은 

스페셜메이크업의 한 분야로 기술  작업시 사용되는 

방법, 색의 원리와 용 재료의 한 활용과 응용을 

통하여 다양한 메이크업을 표 할 수 있다. 한 용

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을 혼합 용하여 상호 조화와 상

승효과를 살려 더욱 사실 이고,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

는 표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로 고인의 

사진 속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자연스런 얼굴선과 그 

특징을 강조하여 고인의 평소 인물에 맞도록, 는 원

하는 방향으로 표 하고자 하는 사진자료를 최 한 제

시하고자 한다. 화장이 잘 스며들도록 하기 하여, 피

부표면에 한 비손질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을 문헌  자료를 참조하여 실제 용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세부 인 련 자료를 실제사진을 

통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례메이크업의 이론적 배경 

1) 장례메이크업의 개념

장례메이크업은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자연스러운 모

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해 색을 더하는 도

구와 기술에 한 것으로 안면과 피부, 머리, 손 등을 아

름답게 는 자연스럽게 표 하는 학문이다. 고인을 사

랑했던 사람들에게 평온과 즐거움을 주기 해 평소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고인의 외모를 재창조하여 그들의 

슬픔을 조 이라도 덜어주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

다. 화장을 가장 하게 용했을 때 유족이 원하는 

수 으로 표 할 수 있다. 객 인 시선은 시신을 자

연스럽게 표 함에 있어 필수 이다. 이러한 목 을 달

성하기 해서는 학문  바탕 에서 기술을 보충해 주

어야만 한다. 의 장례서비스는 의 오래된 통

인 습 과 기술로부터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재 

수 에 만족하는 작업태도는 유족들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진보 인 장례아티스트의 작

업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장례메이크업으로 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개념이 요하다. 장례메이크

업의 목 은 시신의 외모에서 마치 정말 생 의 피부인 

듯이, 화장 안한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성취해 

내는 데에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인 인 수단으로 이

루어진다. 장례 환경(수의,  내부 인테리어, 조명 등)

과 일반 사람과는 달리 시선이 고정된 , 근육 경직 등

으로 사람이 워 있는 모습은 기술 인 터치를 요한

다. 게다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움에 한 

개념은 다르다. 시신의 신체 인 특징과는 별개로 그 

개념은 감정 , 는 정서 으로 그들 개개인에게 기억

된 성격과 계가 깊다. 유족들과 주 의 사람들은 겉

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들이 서로 계했던 고인

의 모습을 떠올린다. 장례아티스트는 그가 자주 하게 

되는 사람들에 해 연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에 

해 배우고  표 할 수 있다. 시신의 얼굴과 손의 밝은 

부 와 그림자 지는 부 , 난색지역에 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 시신에게 색을 용할 때, 가족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참고하여 좀 더 원하는 외모로 표 해낼 

수 있다. 장례아티스트는 단지 인 인 분 기 속에서 

시신의 외형이 정상 으로 보이게 하는 데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시신을 보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개인 인 

계에 해서 모두 해석하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이

다. 같은 화장품으로 색을 혼합하거나 바르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남성, 여성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효

과를 더할 수도 있다. 

2) 장례메이크업의 사회·문화적 배경

(1) 이집트 장례메이크업의 역사

이집트에서의 메이크업의 시작은 아름다움의 표 보

다는 종교  행사로서의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장술이 장례의례에서는 신앙  

의례로 발 하여 시신에게도 산 자와 같은 화장을 행

하 다. 물론  이 시기에는 더 이상의 발 인 의미에

서의 방법이 가미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종교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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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메이크업이 차로 일반 메이크업으로 발 되

어 장식의 즐거움으로 발 되어 일반에 확산되었을 것

이다. 미이라에 한 여러 자료를 보면 이 당시의 종교

의식과 장례의식에 하여 상세히 알 수 있으며, 이에 

한 표 인 문헌이 [사자의 서]이다[3]. 약 7천년  

제1왕조의 묘에서 지방에 향을 넣은 화장수와 화장경

이 발견됨으로써 인류의 화장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집트의 화장법은 처음에는 주로 종교의식과 한 

연 이 있었으나 차 신체보호 는 주술  목  외에 

장례식 때도 얼굴에 그림을 그렸으며 장식의 즐거움으

로 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4].

(2) 그리스. 로마시  장례메이크업의 역사

화장품과 화장술에 한 연구  처방이 이루어진 시

기로 흔히 코스메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코스메틱

코스(치장하다)에서 유래된 말이다. 하얀 피부를 매우 

선호한 그리스 여인들은 백납성분의 안료는 얼굴에, 다

홍색 안료는 입술에 사용하 으며 코에 명암을 넣고 

화장을 갈색과 녹색, 회색 도우를 사용하는 등 다

양하고 발 된 형태의 화장품과 화장술을 애용하 다. 

한 이 시 에는 남자들에게도 화장이 행해졌다. 이 

시 에는 장례용 가면이 사라지고, 나무에 채색한 상

화가 등장했다. 정교하게 꾸민 미라는 과 은을 합

한 호박 으로 얼굴과 팔다리에 도 을 하 다. 이것은 

죽은 자에게 신 인 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당시 황 은 신의 살로써 인식되었으며 이와 같이 하는 

화장은 막 한 돈이 들므로 일부 부유층만이 할 수 있

었고, 그림을 그려놓은 수의를 신해서 사용하기도 했

다[5].

(3) 한국 장례메이크업의 역사

한국에서의 장례메이크업의 시작은 구석기 시  후

기의 무덤에서 볼 수 있으며, 시신은 장신구를 달고 있

고 붉은 산화철이 뿌려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피를 상

징하여, 부활을 기원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오늘날 

염습시 연지로 뺨에 을 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6]. 우리나라의 죽은 자에 한 의례는 

『삼국지』 서 동이  고구려편의 기록을 보면 “남녀

가 혼인만 하면 죽어서 장사지낼 때 입힐 옷을 장만하

며 과 은, 폐백과 같은 것을 후하게 써서 장사를 지낸

다.”고 한다. 이는 신라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삼국

시 에 기본 인 상장례 차가 이루어졌으며 수의 개

념에 한 기록이 처음으로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 조선 시  고분에서 화장용품을 담는 도구들이 

출토되었고[7], 고려 후기 성리학이 도입되어 주자의 가

례는 장의의 기본이 되었고, 조선시  유교의 통치이념

하에 국가 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주자가례를 근본으

로 하여 상례가 실행되었다. 는 사회를 배경으

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제품의 출

으로 다양해진 화장술은 용도와 소비양식에 따라 세분

화되기 시작하 으며 매체의 발달로 패션, 뷰티, 

고, 상, 이벤트, 장례식장 시신 문화 술 등 여러 분야

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로 자리 매김하 다. 사람들

은 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망과 이승에서 

승으로까지 연결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차 늘어나

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생시 아름다운 모습을 재

하고자 원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새로운 분야로써 장례

식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화장이 얼마나 요

했던가는 시  역사배경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듯

이 이 지구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화

장의 역사는 계속되고 화장술 한 나날이 발 할 것으

로 본다. 사람들은 구나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자기의 모습에서 원한 아름다움을 간직

하기 해서는 이승에서의 아름다움을 승에까지 가

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장례식에서도 “시신

을 깨끗이 씻기고, 약품처리, 그리고 장례메이크업이 끝

난 뒤 가족에게 보여 다.” 미국 장례의례에서 보듯이 

그만큼 장례메이크업이 얼마나 요시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에서도 고인의 마지막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가족의 염원이었다면 앞으

로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조  더 나아가 얼굴과 

체모습을 잘 복원하여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유가

족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계속 삶을 살아

가야 할 남은 가족들이 고인에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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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피부에 대한 화장품 활용절차

1) 정상시신을 화장하는 일반적 절차(전용화장품 적

용)

장례식장에서는 차에 따라 장례메이크업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에 모시게 되는데 그  장례메이크

업은 부분 얼굴, 목, 손, 손톱, 머리 등이 상이 되며, 

이때 시신의 상태를 참고하여 화장품의 종류, 화장 색

조, 화장 정도를 정하게 되나, 정상시신에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은 모두 6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사  손질, 

안색 용, 하이라이트와 도우, 생김새 교정, 난색 

용, 우더 용 등의 과정  어떤 과정이라도 불필요

하다면 체 과정은 짧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6, 18-20은 이해를 돕기 해 연구자가 직  시술한 

과정을 자료화한 것임. 그림 17은 신문화보 인용)

(1) 사 손질

얼굴과 손의 메이크업 처리 시, 고인의 사진은 매우 

귀 한 자료가 된다. 장례메이크업아티스트는 사진 속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얼굴선과 자연스런 특징을 강조

하기 해 색조 화장품을 어떻게 용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얼굴과 손의 피부를 체 으로 화장

품으로 가려야 할 경우, 불투명 화장품을 바른 후 나타

나는, 체 으로 불분명한 피부 표면을 자연스런 선과 

음 을 가진 얼굴과 손으로 정확하게 복원하기 해 시

신의 사진이 꼭 필요하다[8]. 가족이 제공한 고인의 최

근 사진을 통해 생 의 얼굴과 사후 고인의 얼굴 변화

를 확실히 비교해 볼 수 있다. 사  손질을 잘하는 것은 

술 인 화장에 있어 필수 이다. 장례식장에서 유족

들이 시신을 견 시에는 그 시신에 맞는 가장 좋은 모

습을 연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무 미화되거나 췌

해 보여서도 안 된다.

① 씻기(cleansing)

시신은 살균성 비 로 씻어야 한다. 입과 도 씻어

야 하고 오염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에는 상업용 샴푸나 살균성 액체 비 로 머리카락을 씻

어야 한다. 

② 크림 바르기(creaming)

씻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얼굴과 손에 마사지 크림이

나 화장 오일을 바른다. 

③ 면도하기

남성 시신을 면도할 때 면도날에 의한 손상을 막기 

해서는 안 면도날이나 기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면도 시 털이 자라는 반 방향으로 면도를 하

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여성이나 아이들에서도 윗입

술과 뺨 가장자리쪽의 윗 부 에 솜털이 나 있으면 면

도를 해  필요가 있다. 

④ 얼굴의 털 손질하기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귀쪽의 털은 제거되어

야만 하는데 이때는 주로 기 면도날을 사용한다. 콧

털은 가 로 제거한다. 무 길거나 거칠고 헝클어진 

썹 같은 경우도 가 로 제거한다. 썹 사이의 털 

한 제거해야 한다. 숯이 많은 썹은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손질하도록 한다. 

⑤ 구 나룻과 자놀이 다듬기

귀 쪽의 구 나루와 자놀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얇게 손질되어야 하고, 귀 의 머리카락 경계선의 모

양은 잘 가다듬어야 한다. 

⑥ 콧수염 다듬기

콧수염의 아래 자유경계면은 다듬어야 된다.

⑦ 외모잡기

이상 인 입 형태는 , 아랫입술이 무 리지 않

고 가볍게 닿아 있는 정도로 잡아 다. 인 은 코 격

에서 시작하여 윗입술 앙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작은 

타원형의 홈으로, 손가락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다. 코는 코털을 다듬어 정리하고 습윤제를 묻힌 면거

즈로 코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다. 한 화장하

기 에 면거즈를 제거하고 주입기로 회반죽 혼합을 넣

어 형태를 바로잡는다(모양유지, 기도를 막아 나 폐

의 내용물 넘어 오는 것 막음). 고인의 을 감겨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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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요하다. 귀는 소독 스

이로 귀의 바깥 부분을 소독, 세척한다. 손모양은 손

가락이 손바닥 쪽으로 약간 구부러지게 공을 쥐고 있는 

듯하게 주먹을 만들어 다.

(2) 안색 용

일반 으로, 마사지 크림은 액체 화장품을 바르기 

에 제거되어야 한다. 크림이 남아있으면, 용제로 제거하

도록 한다. 이 경우 생시의 사람과 달리 시신의 경우에

는 피부온도 차이가 있으므로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

건으로 얼굴 부 를 데워  후 화장품을 도포한다.

그림 1. 기초안면색조 적용 준비

그림 2. 기초 안면 색조 적용

그림 3. 자연스러운 눈썹 만들기 적용

(3) 하이라이트와 도우

처음에 했던 안면 화장은 조명, 수의,  내부의 인테

리어에 따라 시신의 정상 인 색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

으므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장례메이크

업 용크림 화장품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  색소로 

이미 발라 놓은 안면의 색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제

품들은 기름 성분으로, 오일 타입의 화장품과 함께 사

용할 때 효과 이다. 4가지 기 색소(흰색, 황색, 색, 

갈색)  어떤 것을 발라도 얼굴 톤을 바꿀 수 있다. 만

약 나이 든 시신이라면 르스름한 빛깔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미 발라놓은 화장색이 무 밝거나 

는 지나치게 어둡다면 이것 역시 즉시 바꿀 수 있다. 

시신이 정상 이고 색이 좋고 불그스름하다면 는 

조명, 수의,  내부색이 붉다면 색 기 색소를 사용

해서 수정할 수 있다.  

기  색소는 굉장히 선명하고 생생한 색상이므로 매

우 소량만 사용해도 된다. 황색이 무 많이 들어가면 

황달기가 있어 보일 수 있다. 색이 무 많이 들어가

면 얼굴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거나 화상을 입은 것 

같아 보인다. 갈색이 무 많이 섞이면 얼굴이 더러워 

보인다. 무 얼굴이 희면 창백해 보이고 빈 기가 있

어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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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눈에 자연스러운 섀도우 적용(음영을 주기)

(4) 생김새 교정

생김새를 변화시키는 일은 더 크게 보이거나 돌출부

를 더 밝게 강조함으로써 혹은 사이즈가 더 작아 보

이고 더 들어가 보여야할 부 를 더 어둡게 만듦으로써 

입체감을 강하게 표 할 수 있다. 

그림 5. 갈색 색조로 섀이딩 적용

(5) 난색 용 

얼굴의 난색부 는 치별로 그 선명함이 다르다. 난

색부 에는 입술( 막), 뺨, 귀, 턱, 코의 아래부 , 남성

의 이마 등이 있다. 선명도를 이는 과정은 여성에서 

화장의 타입에 따라 다르다. 장식 인 메이크업에서는 

선명한 붉은 색을 필요로 하는 반면, 안면색조를 내는

데 사용되는 붉은 색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메이크업

을 필요로 한다.

그림 6. 뺨에 난색 적용

그림 7. 립 적용

(6) 우더바르기 

우더는 오일이나 리세린이 함유된 화장품을 건

조시키고 고착시키기 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 게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의 화장은 불필요하다. 

만약 여성 시신에서 자연스러운( 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더 이상 해  화장은 없다. 하지만 윤기 있는 효

과를 내고 싶다면 남은 우더를 젖은 티슈를 사용해 

제거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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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우더 적용

그림 9. 완성된 모습

2) 변색을 커버하는 일반적인 절차

얼굴의 크고 작은 변색을 기술 으로 다룰 수 있어야 

유능한 장례메이크업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다. 만족스

러운 색 표 과 왁스 복원 등으로 표면모양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변색된 얼굴색의 유형을 보면 청동, 진

한 노랑, 록, 회색, 자주, 노출된 조직의 어두운 갈색 

등이 있다. 변색과 변형된 역은 칠 용과 왁스 용

으로 감춰질 수 있다. 필요한 변색 부 보다 크게 범

를 확장하고 주변의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표 한다.

(1) 칠 용   

변색 부 에 직  크림 불투명 화장품을 가볍게 고르

게 발라 다. 화장품의 색은 자연스런 피부색과 같아야 

한다. 피부처럼 보이게 하기 해 각 처리를 해주고 

완 히 건조시킨다.  

그림 10. 이마(Forhead) 타박상=찰과상(Abrasion)

- 찰과상을 당한 부분을 체액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

이 닦아 주면서 말린다.

(2) 기본 칼라 용

정상 피부표면 로 기본 안색 착색제를 1단계에서 

이미 용한 칠 에 아주 가볍게 발라 다. 칠 

에 기본 착색제를 부드럽게 각한다. 반투명한 효과를 

얻기 해 처리된 표면 로 아주 가볍게 불투명 색소

를 각하면서 기본 안색 화장품을 매끄럽게 고르게 펴 

다듬는다.

그림 11. 중간 왁스(Med. Wax)



장례메이크업의 적용 방법 231

- 이마의 상처를 말린 다음에 간 왁스(Med. Wax)

를 도포

- 왁스에 미리 피부색깔과 가까운 색깔의 화장품을 

섞어서 바른다.

(3) 색조 용

고인의 자연스런 얼굴색에 가능한 유사 하게 하기 

해 올바른 색조 크림을 선택해야 한다. 낙타털로 된 

각 러시를 사용해서 기본 안색착색제 로 아주 가

볍게 색조 크림을 발라 다. 이 처치는 모든 얼굴색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를 체해 다. 각

각의 얼굴에 맞는 색조 크림을 사용한다. 갈색에서 감

은색 범주에 속하는 짙은 얼굴색에 해서는 짙은 갈

색 색조를 사용하고 검은색 색조 크림은 검정색 범

에 있는 어두운 안색에 사용된다. 색조 크림은 매우 엷

게 사용하여 거의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가벼운 

용은 불투명 화장품으로 자연스런 반투명 피부색을 

만들어 다.

그림 12. 찰과상 부분 화장품 도포

- 왁스를 바른 후 화장을 한다.

- 이마, 두덩, 볼과 같이 왁스를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안착도가 다름

- 이마의 타박상 자리는 장례 용화장품을 도포

- 이후 주  가까운 곳부터 체 도포

(4) 건조와 마무리 우더 용

색조화장 단계까지 마무리된 피부 표면 로 흰색의 

건조  마무리용 우더를 뿌려 다. 우더가 최소한 

5분 동안 화장한 표면에 남아 있게 하여 화장품을 

하게 건조시키고 안정되게 만들어지도록 한다. 우더 

러시로 여분의 우더를 제거한다. 

그림 13. 타박상 마무리

  

- 타박상 마무리 처리

(5) 자연스런 얼굴선과 특징 만들기

모든 여분의 우더를 제거한 후에 얼굴선, 주름, 그

리고 자연스런 반 들의 특징 인 얼굴색을 만들기 

해 엷은 갈색이나 짙은 갈색 색조 크림을 사용한다. 깨

끗하고 마른 러시를 가지고 피부 에 가볍게 각해 

주면서 화장품을 자연스러운 색이 되도록 부드럽게 도

포한다. 

(6) 난색 부 의 변색

변색이 얼굴과 손의 난색 역까지 이르 다면 빨간

색 착색제를 리퀴드 불투명 칠에 첨가시켜야 한다. 

리퀴드 불투명 화장품을 러시로 발라주고 완 히 건

조시킨다. 빨간 색의 바탕 색조를 남겨 놓으면서 기본 

안색 칼라를 잘 혼합한다. 색조 크림을 사용하여 선을 

자연스럽게 하고 보이는 특징들은 강조해주어야 한다. 

(7) 기타(턱  상처 부  복원)

상처부 가 있을 경우에는 상처부 를 합하고 표

면에 왁스 도포, 복원한 후에 와 같은 순서로 메이크

업 해 다. [그림 14]는 턱  상처 부 를 연구자가 복

원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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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턱밑 상처 부위

턱  상처부 를 복원한 이후 상처 부 를 피부 메이

크업을 해  후[그림 15], 색조 메이크업으로 가장 평상

시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게 표  해 다[ 그림

16].

그림 15. 턱밑 상처 봉합 후  부분 화장 도포

그림 16. 턱밑 상처 복원 완성

그림 17. 부검체 시신 복원(연합뉴스 인용)

3) 마지막 손질

(1) 수의

수의는 장례 차 에서 습 과정  사용하는 시신에

게 직  입힌 복식, 즉 습의를 말한다. 수의는 사람의 

죽음에 의례가 지니는 상징의 의미, 그것을 하는 사

람들의 도덕  태도, 그리고 시신을 장엄하게 꾸미는 

데서 나타나는 미학  가치, 생  차원에서 시신을 

보존하고 처리하는 실용  가치뿐만 아니라 부모의 죽

음을 신성시하면서 표출하는 경건함을 포함한 종교  

의미까지도 함께 담는 복식이다[9] 부분의 장례식에

서 시신에게 화장을 하기 에 수의를 입힌다. 이는 수

의를 입힐 때 머리를 건드리게 되고 화장한 시신의 목

이나 얼굴, 손에 의해 수의를 더럽히게 되는 것을 최소

화하기 한 방법이다. 소매는 보여질 부분보다 몇 인

치 더 로 걷어 놓도록 한다. 클 징 티슈나 타월, 

라스틱 시트 등을 양 손아래 치시켜 놓는다. 남성 시

신의 윗도리는 열어서 어깨 머로 젖 놓도록 한다. 

타이는 묶은 채로 아래로 늘어뜨려 놓고, 셔츠의 단추 

윗부분은 열어서 제쳐 놓도록 한다. 여성시신의 경우에

는 드 스를 열어서 목 부 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어깨 

머로 제쳐 놓는다. 소매가 짧고, 반바지를 입힌 아이 

시신일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복

원작업으로 인해 시신에의 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복

원작업이 끝날 때까지 옷을 입히지 않는다. 어떤 경우

에는 부분 으로 의복을 입히는 것은 경우도 있다. 발

에서부터 로 잡아당겨서 입힐 수 없는 옷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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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찢어놓기도 한다.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거나 

에 안치할 때 수의를 더럽히지 않기 해서 뿐만이 아

니라 왁스로 복원한 부 의 가장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 불투명 크림 화장품을 

바른 상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을 다하고 나서는 의복을 제 로 입히고 클 징

티슈나 타월, 라스틱 시트 등을 의복 가장자리에 

어놓도록 한다. 클 징 티슈 등은 시신이 에 안치되

고 난 후에 제거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직

에 치울 수도 있다. 드 스를 입힐 때는 발쪽에서부터 

잡아당기면 된다. 셔츠와 자켓을 입힐 때는 소매 안에 

팔을 집어놓고 시신을 양 으로 돌리고, 옷을 잡아당기

면 된다.

그림 18. 드레스를 입힌 장례메이크업

(2) 

수의를 입히고, 에 안치까지 한 시신에 화장을 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복과 베개, 

 내부 등이 더럽 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얼굴, 목, 손 등에서 의복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소매 부 는 어 올려 클 징 티슈 등으로 덮

어주도록 한다. 이미 해놓은 화장이 클 징 티슈나 

라스틱 시트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신을  속에 

모실 때, 일반 으로 가장 요한 사항이  뚜껑을 닫

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시신을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치하도록  속에 모시는 것이다. 이 게 

하면 시신을 보기 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쉽게 

얼굴의 반 정도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단정함이 

가장 요하고, 으로 시신을 모시는 것에 한 다른 

사항은 반드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림 19. 꽃 장식을 겸한 장례메이크업

그림 20. 데코레이션한 관 장식

무엇보다도 유족의 요청이 있다면 최 한 고려하여 

자연스럽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다[8].  에는 고인

이 평소 좋아했던 꽃으로 장식하고, 고인은 에 뉘여

진 채로 사랑했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조문실로 모셔

지고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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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 다. 아울러 인간에 련

된 여러 가지, 문 인 문화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

달되고 있고, 그 에서도 장례문화에 한 심 한 

나날이 새로움을 요구하며 여러 선진 장례문화 서비스

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와 요

구에 발맞추어 장례메이크업이야말로 장례서비스의 주

요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우리는 이의 

발 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장례서비스는 한 사

람의 죽음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

미와 기억에 담아둘 남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 를 

돕기 한 요하고도 숭고한 의례 차이다. 이를 하

여 장례메이크업 분야는 그 필요성과 요성이 날로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장례메이크업의 

서비스 질  수  향상을 해 이론 인 체계를 갖춘 

서비스 등 을 규정화한 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

정이다.

2. 제언 및 제한점

첫째, 장례메이크업 용 화장품의 국내 개발이 거의 

무하여 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입에도 어려

움이 많다. 이로 인하여 일반화장품과 수입에 의존하는 

문화장품을 병행하여 그 사용방법을 연구하는 단계

이며, 국내에서도 장례메이크업 용화장품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둘째, 장례 장에서 메이크업 시술시 유족들 각 개인

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질 경우 최종 방법 확정에 어려

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 과정별로 제시된 사진자료가 

시신을 상으로 해야 하나, 자료가 있음에도 일부 모

델로 체한 것은 유족들의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며 앞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장례메이크업 분야에 더 

많은 심과 지원으로 연구가 지속되어, 체계 으로 매

뉴얼화 되고 그에 따라 문인 양성, 자격증 제도 등 제

도 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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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벤트(연출)



장례메이크업의 적용 방법 235

서 란 숙(Ran-Sug Seo)                     정회원

▪1985년 : 경북 학교 사범 학 

미술교육학과(미술학사)

▪1996년 : 이화여자 학교 학

원(미술학석사)

▪2005년 : 계명 학교 학원(이

학박사)

▪1997년3월 ～ 2009년 2월 : 경 학교 뷰티디자인  

학부 학부장역임

▪2009년 3월 ～ 재 : 호서벤처 문 학원 보건환경 

학과 부교수         

 < 심분야> : 이미지 메이킹, 뷰티문화사, 캐릭터일러

스트 이션과 메이크업, 색채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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