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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eye-makeup 
and clothes design by focusing on the period from 2000 to 2010 and to find out the develop-
ment direction of the next makeup design. This study considered formative theory to analyze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eye-makeup and clothes design of Marian L. Davis and 
Marilyn R. Delong’s theory, and analyzed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eye-makeup 
and clothes design in an aspect of line and form, color and materi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pes of the artistic eye-makeup such as tear drops, and rectangular paisleys were 

similar with the form of clothes such as the hourglass, cylinders and mix-types. Second, mono-
tonic color coordination mainly appeared and sometimes contrast color coordination that induced 
complex contrast coordination were apparent as well. Third, the objects of the artistic eye-make-
up such as glitter papers, spangles and beads had similar features as the material of clothes such 
as silk and spangle, and contrast was partially used like colors. The results suggest that artistic 
eye-makeup and clothes have an organic relationship, and artistic eye-makeup is changed with 
formative elements of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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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 사회는 외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

다. 패셔너블한 의상과 완벽한 메이크업의 연출은 직

업을 구하거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접대의 중요한 요

소로 좌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은 메이크업

과 패션 감각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뷰티학자인 Gabriela Hernandez1)에 따르면 “Classic

Beauty"라는 저서에서 화장품 혁명이후로 여성들은

그들의 잠재되어 있는 미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일조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미디어 스타들을 끊임없이

모방하면서 자신감과 기회를 얻어오고 있다고 기술

한 바 있다.

또한 복식학자 Richard Corson2)에 따르면 “Fa-

shions in Makeup"이라는 저서에서 고대부터 21세기

까지의 메이크업을 각 시대의 패션을 통해 연구하였

으며, 의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패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Jana, R., Lan, N.3)의 연구에서는 눈은 메이크업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아이메이크업을 통해 이미

지를 변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정은4)의 연구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을 통해 얼굴이

미지를 바꿀 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 20대 일반여성

200명중 157명(78.5%)이 아이 메이크업을 통해 전체

적인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요소 중 가장 중

요한 예술로서의 아이 메이크업을 집중 조명해보고,

패션잡지에 나타난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관

성을 연구해봄으로써, 예술로서의 아이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고, 향후 의복과의 연관성을 통한

아이메이크업 디자인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아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분

석한 결과, 이정은5)의 연구에서는 이미지별 아이 메

이크업의 형태와 색을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으

며, 김양은6)의 연구에서는 선을 강조한 아트 메이크

업을 크로테스크 유형, 그래픽적 유형, 일러스트적

유형, 상징적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술로서의 아이메이크업을 의상과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이메이크업을 구성하는 기

본적인 아이템을 아이라이너(Eyeliners), 아이브로우

(Eyebrows), 아이섀도(Eyeshadow), 아이래시(Eye-

lashes)로 분류해 보고 각각의 스킬 및 그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 측면 즉 형태,

색채,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트적인 아이 메이크

업을 살펴본 다음, 패션 잡지에 나타난 예술적인 아

이 메이크업을 발췌함으로써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 배경인 아트메이크업

의 유형을 분석한 자료는 국외서적, 매거진(Ma-

gazine), 포토그래퍼(Photographer)작품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마를린 데이비스의 Visual Design in

Dress 와 마를린 들롱의 The Way We Look 에 의

한 조형적 분석방법을 적용시켰다. 사진 자료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패션 대표 잡지인 Mode

et Mode 를 중심으로 파리, 런던, 밀라노 S/S, F/W

컬렉션에 수록된 예술적인 아이 메이크업 총 2,255장

중 485장을 그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이메이크업의 표현도구

1) 아이라인(Eyeline)

펜슬(Pencil)은 아이라인을 그리는 가장 대중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메이크업 회사에서는 유

행경향에 맞추어 코울(Kohl)7) 펜슬을 생산해내고,

그것은 부드럽게 눈의 형태를 그려낸다. 이러한 블랙

펜슬(Black Pencil)은 강렬한 눈을 연출하는데 더욱

더 중요하게 작용 한다8).

눈을 오픈(open)한 상태에서 화이트 아이라이너

(White Eyeliner)로 내부를 그리는 것은 눈을 더욱

더 밝게 보이게 하고 붉은 기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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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그러나 물에 지워지지 않은 아이라이너

(Eyeliner)는 눈의 내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이라이너는 리퀴드(Liquid)타입과 젤(Gel) 타입,

케이크(Cake) 타입이 있으며,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가는 브러쉬(Brush)로 정교한 선을 그릴 수 있고, 굵

은 브러쉬는 더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 리퀴드 아

이라이너의 장점은 그린 후 빨리 건조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물이 닿았을 때 번지게 된다는 점이다. 리퀴

드 타입은 잘못된 선을 그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

며, 일단 건조되면 반짝이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젤 타입은 부드럽고, 브러쉬를 이용하여 라인을

그리게 된다. 또한 젤 타입은 빨리 건조는 되지만 또

한 지워지거나 번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건조

가 되면, 아이섀도의 효과를 주며, 강한 지속력을 가

지게 된다.

케이크 타입은 젖은 브러쉬를 사용하여 굵은 라인

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것은 스모키(Smoky)한 눈을

나타낼 때 효과적이며, 가늘고, 얇은 붓은 아주 필수

적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Make-up Artist)들은 파

우더 또는 아이섀도를 이용하여 더 높은 아이라이너

를 만들어낸다.

2) 아이 브로우(Eye brows)

아이 브로우는 얼굴을 형성하며, 깨끗하고, 시각적

으로 얼굴과 잘 매치될 수 있도록 형태를 그리는 것

이 좋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는 아이 브로우의

길이는 눈의 길이보다 약간 더 길어야한다. 이것은

아이 브로우를 그릴 때 시작점은 눈물샘 라인부터

시작하며, 끝나는 지점은 눈 꼬리로부터 5mm(3/16

인치)정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렇게 그린 경

우에 젊어보이게 된다.9)

아이 브로우의 형태는 아치형으로 그리되, 가장

높은 지점 위로의 눈썹은 모두 제거해야하며, 전체

눈썹길이의 2/3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된다.

3) 아이섀도(Eyeshadow)

쌍꺼풀 위에 보여 지는 아이섀도 칼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텍스쳐(Texture)와 응용된 방법에 따라 다르게 된다.

아이섀도의 종류로는 매트(Matte)한 타입, 크림

(Cream)타입, 프로스트(Frost) 타입, 글리터(Glitter)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10)

매트한 타입의 아이섀도는 펄이 없는 컬러를 말하

며, 가장 깊이 있는 외관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 때

문에 사진 촬영 시에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다. 경사

진 아이섀도 브러쉬는 원하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

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크림타입의 섀도는 수분과 촉촉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크림타입 섀도는 쌍꺼풀에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 섀도의 컬러를 강렬하게 연출하는데 베

이스로 잘 사용되기도 한다.

프로스트 섀도는 크리스탈 결정처럼 빛나게 보인

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프로스트 섀도를 사용할 때

뻣뻣한 붓을 사용하면 더욱 더 강렬함을 연출할 수

있다.

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작은 입자를 함유하고 있

는 글리터 타입의 아이섀도는 뮤직비디오, 팝 프로모

션, 그리고 야간 촬영 시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며11),

글리터 섀도는 아이섀도처럼 눈 주변에 적용할 수

있으나 크림섀도나 아이래쉬 글루처럼 부착할 표면

이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야 한다.

4) 아이 래쉬(Eye lashes)

아이 래쉬는 깃털, 다이아몬드 비즈, 글리터 소재

등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

고 있으며, 가장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도

구인 것이다. 이중 래쉬의 사용은 입체적인 눈 표현

과 더욱 더 크고 강렬한 눈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클리어 마스카라(Clear mascara)와 함께 안료나 글

리터를 사용하여 래쉬의 텍스처, 컬러,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 아이래쉬는 실제로 창조적인 작업을 하

는데 제한이 없는 도구이다.

2. 아이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분석이론

본 연구자는 이미 두 가지 아이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연구12)를 통해 분석방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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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이 조형적 분석방법은 마를린 데이비스

(Marian L. Davis)의 Visual Design in Dress 와 마

를린 들롱(Marilyn Revell Delong)의 The Way We

look 에 의한 조형 분석 이론을 기초로 한 새로운 분

석틀로서, 본 연구에서도 두 아이템 모두 조형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자 한다.

1) 형태

형태에 있어서 분석 방법은 아이 메이크업 중 아

이 라인의 형태 및 아이 장식의 형태와 의복의 전체

적인 실루엣 및 부분 아이템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형태를 통해 유기적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데

이비스의 형과 형태에 관한 원리를 보면, 평면의 기

하학적인 형은 동일한 변들을 가진 정사각형, 원, 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으로 나타낼 수 있

고, 동일하지 않는 차원들의 평면의 기하학적 형은

타원형, 부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사각형, 평

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꼴 등으로 나타낼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3차원적 기하학적 형태는 동일한

면인 구와 정육면체가 있으며, 동일하지 않는 면들로

된 관이나, 원통형, 원뿔형, 사각뿔형, 상자형, 종형,

돔형, 달걀형, 모래시계형, 나팔형이나 배럴형 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형이나 형태는 복식

분석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언급하였

다.13)

또한 들롱은 형은 단순한 형과 복잡한 형으로 나

눌 수 있으며, 단순형으로는 원, 정사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등이 포함되고 복잡형은 여러 형들이 서로

인접해 불연속적인 윤곽선을 보이거나 윤곽선을 공

유한 경우 보이는 관찰되기 어려운 형태라고 언급하

였다.14) 이러한 형태를 들롱은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

으로 나누었는데, 폐쇄형은 명료하고 볼록한 가장자

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이며 단순한 선이며, 개방

형은 모호하고 오목한 가장자리로 불연속적이며 복

잡한 선이라고 표현하였다.15) 이에 한 단계 나아가서

형과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체 형

태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를 실루엣이라고 정의하

면서 2차원적인 형과 3차원적인 형태를 유기적인 관

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아이메이크업 및 의복의 형태

분석 대상을 전체형이나 부분형으로 설정한다. 즉,

아이메이크업이나 의복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평가

대상으로 하거나, 부분적 요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하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아이메이크업과 의복의 분석 대상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분석한다. 이때 폐쇄형은 단

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될 수 있고 개방형은 부

정형에 속하게 된다. 특히 폐쇄형은 2차원-3차원적으

로 사각형-원통형이나 상자형, 삼각형-원뿔형, 타원

형-배럴형이나 벌룬형, X자형-모래시계형과 같은 기

하학적 형태와,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돔형, 눈물

방울형, 하트형, 성형, 첨정 홍예형, 페이즐리형, 클럽

형, 스페이드형 등은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2차원, 3차원은 들롱이 언급했던 것처럼 윤

곽에 대한 음영의 유무로서 이러한 차원을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아이메이크업과 의복의 형태

분석 대상을 전체형이나 부분형으로 설정한 다음, 각

각의 형을 2차원-3차원적으로 사각형-원통형이나 상

자형, 삼각형-원뿔형, 타원형-배럴형이나 벌룬형, X

자형-모래시계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형인 즉 돔형, 눈물방울형, 하트형,

성형, 첨정홍예형, 페이즐리형, 클럽형, 스페이드형

등은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이 외의 모든 형은 부정

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은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2) 색채

본 연구에서는 색상과 톤으로 구성된 색채를 분석

하는데 있어, 먼저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 각각의 주

조색을 살펴보고, 상호 관련성을 모노 톤 배색(mon

tone color coordinationo) , 톤 온 톤 배색(tone on

tone color coordination), 톤 인 톤 배색(tone in tone

color coordination), 콘트라스트 배색(contrast color

coordination), 액센트 배색(accent color coordina-

tion), 세퍼레이션 배색(separation color coordina-

tion),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 color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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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색채적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그림 1> 형태적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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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재 및 장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콤플렉스 배색(complex color coordination)으로 분류

함으로써, 패션 코디네이션 측면에서의 그 조화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그림 2>에 정리하였다.

3) 소재 및 장식

본 고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소재 및

장식과 의복의 소재 및 장식을 각각 파악하여 텍스

쳐와 투명도, 빛 반사력에 의한 광택의 유무를 중심

으로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식은

아이 메이크업에 있어 소재의 특징으로 연결되는 점

을 감안할 때, 의복의 장식 즉 드레이프(drape), 프

릴(frill), 개더(gather),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

셔링(shirring)등의 곡선적 형태의 장식과 터킹(tucking),

톱 스티칭(top stiching), 퀼팅(quilting), 패치워크

(patchwork), 스모킹(smoking) 등의 직선적 형태의

장식과 스칼럽(scallop), 보우(bow), 에폴릿(epaulet),

탭(tab), 파이핑(piping), 슬릿(slit) 등도 장식으로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의복의 소재로써 포함시켜 그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와 의복에 사용된

주소재 및 장식을 파악한다. 다음 단계로 광택의 유

무를 살펴보는데, 빛 반사력에 의한 광택의 유형에

따라 차가운 광택의 느낌이 나는 메탈릭(metalic)한

텍스쳐, 화려한 광택의 고저스(gorgeous), 번들거리고

코팅처리된 것 같은 글로시(glossy), 은은하고 부드러

운 광택의 실키(silky)등과 스팽글, 비즈, 다이아몬드

등 광택이 있는지와 그 외 광택이 없는 소재인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각각 사용된 소재의 두께 및 유

연성 즉 부드럽거나 딱딱하다는 특성을 살펴보고, 마

지막으로 투명도에 의한 비치는 정도, 즉 얇아서 비

치며 힘이 있는 느낌의 슬릭(slick) 재질, 하늘하늘한

느낌의 시어(sheer) 재질, 짜임이 성글어 틈 사이로

피부가 비치는 느낌인 레이시(lacy) 재질 등으로 파

악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되는 소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소재 및 장식이 가지고 있는 색채

나 형태까지 파악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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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1,

Lan Nguyen

- http://www.lan-

makeup.com

<그림 5> 2011,

Jana Ririnui

- Makeup is Art,

p. 56.

<그림 6> 2011,

Christina Irvedra

- http://www.camil

lesanson.com

<그림 7> 2011,

Elsbeth Tan

- Makeup is Art,

p. 115.

Ⅲ. 예술로서의 아이메이크업 유형분석
1. 선 및 형태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
선 및 형태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는 아이라

인, 아이브로우, 아이섀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이정은16)에 따르면, 눈은 크기에 따라 큰 눈과 작

은 눈, 형태에 따라 동그란 눈과 가느다란 눈, 방향

에 따라 올라간 눈과 처진 눈, 돌출유무에 따라 눈

두덩이가 돌출된 눈, 눈 두덩이가 들어간 눈, 쌍꺼풀

유무에 따라 쌍꺼풀이 있는 눈, 쌍꺼풀이 없는 눈,

미간의 넓이에 따라 미간이 넓은 눈, 미간이 좁은 눈

등으로 구별한 바 있다.

이러한 눈의 형태는 효과적인 아이라인을 통해 눈

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 예술적인 메이크업을

위해 선의 굵기, 눈 꼬리의 각도, 눈 꼬리 부분의 개

폐 여부에 따라 눈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림 4>17), <그림 5>18), <그림 6>19)은 모두 아이

라인이 닫힌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일

반적인 유선형의 아이라인 형태를 사용하고는 있으

나, 젤 아이라이너를 두껍게 사용하여 강한 눈을 연

출하고 있다. 또한 <그림 5>는 케이크 타입의 아이라

이너를 사용하되, 눈꺼풀 부위의 아이라인을 직선형

으로 그리고 무채색의 블랙을 사용함으로써 눈을 더

깊고 강렬하게 연출하고 있다. <그림 6>은 바이올렛

의 케이크 타입의 아이라인을 베이스로 해줌으로써

고혹적이고 신비스러운 여성미를 풍기고 있다.

<그림 7>은 열린 형태의 아이라인으로, 화이트 아

이라인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눈을 밝아 보이고 더욱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8>과 <그림 9>20)는 각각 옵아

트와 팝아트 메이크업을 선보인 작품으로, 이렇듯 아

이라인의 정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그림 8>처럼

방사형의 열린 형 아이라인을 연출하거나, <그림 9>

처럼 꽃모양의 닫힌 형 아이라인을 연출하여 예술적

인 눈의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듯 아이라인뿐만 아니라, 아이브로우의 선의

형태에 따라 이미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눈썹의 형태와 방향, 길이, 농담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 특히 눈썹을 3등분하면 제일 높은 지점이

눈썹산인데, 눈썹산이 각이 져 있는 각진 눈썹은 이

지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며, 눈썹의 형태가 전체적으

로 아치 형태로 곡선적이면 여성적이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게 된다. <그림 5>는 각진 형태의 아이브로

우로 딱딱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며, <그림 6>처럼

부드러운 아치형은 여성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특

히 <그림 10>은 눈썹산까지만 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강렬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한 느낌을 준다.

이 외에도 아이섀도를 통해 눈의 형태를 강조하기

도 하는데, <그림 11>은 블루색의 아이섀도를 사용하

여 부채꼴 모양의 닫힌 형태로 색상에서 주는 강렬

함도 있으나, 눈의 연장선상으로 확장된 눈의 영역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선 및 형태를 강조한 아이메이크업은 모델

이 가지고 있는 눈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독

창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예술 메이

크업으로서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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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1,

Lan Nguyen

- http://www.phot

obyfabrice.com

<그림 13> 2011,

Lan Nguyen

- http://www.cath

erineharbour.com

<그림 14> 2011,

Lan Nguyen

- http://www.cath

erineharbour.com

<그림 15> 2011,

Lan Nguyen

- http://www.lan-

makeup.com

<그림 16> 2011,

Nat Van Zee

- http://hanleede

boer.com

<그림 17> 2011,

Lan Nguyen

- http://www.cami

llesanson.com

<그림 8> 2011, Maria

Papadopoulou

- Makeup is Art,

p. 107.

<그림 9> 2011,

Christina Iravedra

- http://www.

loudenim.com

<그림 10> 2011,

Lan Nguyen

- http://www.

lan-makeup.com

<그림 11> 2011,

Lan Nguyen

- Makeup is Art,

p. 128.

2. 색채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
색채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는 매트한 타입

의 아이섀도를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로 연출하

거나, 크림타입의 아이섀도를 사용하고 그 위에 보조

적인 글리터 소재를 부착시키는 방법, 아이브로우나

아이래쉬에 강렬하고 파스텔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12>21)는 매트한 타입의 아이섀도를 사용하

여 깊이 있는 눈을 연출하고 있으며, 특히 옐로우

(Yellow), 오렌지(Orange), 그린(Green)계열을 사용

함으로써 색상환에서의 인접 색상과의 조화, 즉 유사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13>22)은 크림 타입의 섀

도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그 위에 파우더를 사용함으

로써 색상의 보존 및 선명도를 높이고 있으며, 글리

터 소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눈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역시 사용하는

색상은 윗 라인(up line)은 그린계열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라인(under line)은 블루와 레드

계열의 보색조화를 이용하여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그림 14>는 아이섀도와 확장된 개념의 아

이 브로우를 오렌지, 옐로우, 레드(red)계열을 사용함

으로써, 모두 난색계열이며 색상환에서 인접 색상들

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역시 색상을 통

해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림 15>는 그린계열의 아이섀도와 오렌지 계열의

아이 브로우를 매치시켜 인접색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이다. <그림 16>23)역시 강렬하고 화사한 색상

으로 아트 메이크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

로서, 아이라인과 아이래쉬에 사용된 오렌지와 옐로

우, 블루, 바이올렛(violet) 계열 등이 다양하게 사용

됨으로써 콤플렉스 배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은 부분적으로 레드 아이래쉬를 부착시켜 여성적이

면서도 강렬한 섹시미를 연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듯 색채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나 색상과의 조화관계를 고려하여

예술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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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at Van Zee

- Makeup is Art, p. 70.

<그림 19> Jana Ririnui

- Makeup is Art, p. 73.

<그림 20>

Sandra Cooke

- http://www.sandra

cooke.net/

<그림 21>

Lan Nguyen

- Makeup is Art,

p. 191.

<그림 22>

Lan Nguyen

- http://www.

camillesanson.

com

3.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는 다양

한 소재의 인공적인 아이래쉬를 부착하거나 눈 주위

에 다이아몬드 비즈나 글리터 소재 등을 부착하기도

하고 아이브로우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오브제

(Object) 등을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18>은 먼저 화이트와 블랙의 크림타입 아이

섀도를 브러쉬로 임의적으로 형태를 만든 후, 깃털을

글루로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내부에는 같은 계열의

그린색상으로 채워줌으로써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그림 19>는 눈이 마치 꽃

처럼 보여 지도록 아트적인 아이래쉬를 부착시켜 예

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 20>24)은 인조속눈

썹 부착과 함께 눈 주변을 다이아몬드 비즈로 장식

함으로써 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은 아이섀도

의 아이 홀 부분을 비즈장식으로 꾸민 작품이며, <그

림 22>는 의복에 사용되는 훅을 아이브로우에 부착

시키고 보조적으로 실을 얼굴 주변에 퍼뜨림으로써

독창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는 초현실주의의 데

빼이즈망(Depaysement)25) 기법의 일환으로 보여지

며, 즉 강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용되고 있

는 것이다.

이렇듯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은

이질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효과

가 있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창조적인 영감을 통

해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Ⅳ. 패션잡지에 나타난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관성

1. 시기별 아이메이크업의 빈도율
분석결과, 시기별 패션잡지에 나타난 아이 메이크

업의 빈도율은 <표 1>과 같다.

이는 선이나 형을 강조하는 아이 메이크업은 2003

년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다가, 점차 증가 2010년

에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색채를 통

해 아이메이크업을 강조한 경우는 2005년에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이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소

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는 2003

년에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 후 최근에는 점

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

후 최근까지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경우는 선, 형을

강조한 경우보다는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는 색채나 소재, 장식을 강조

하는 방법보다는 선, 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아이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관성
본 절에서는 앞장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예술적

인 아이 메이크업으로 보여 지는 최종 2,255장중 메

이크업을 전공한 전문가 3인에 의해 1차적으로 특히

선, 형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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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선,형강조 색채강조 소재,장식강조 계

2000 56 48 69 173

2001 59 45 50 154

2002 67 50 44 161

2003 40 56 70 166

2004 77 60 65 202

2005 87 75 52 214

2006 115 40 50 205

2007 117 42 67 226

2008 130 33 80 243

2009 132 27 99 258

2010 143 20 90 253

계 1,023 496 73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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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강조

색채강조

소재장식강조

<그림 23> 시기별 아이메이크업의 증감도

<표 1> 시기별 아이 메이크업의 빈도율

(단위: 점)

1,023장, 색채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

진 496장, 소재,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진 736장을 분류하고, 2차적으로는 그 중 대

표 사진으로 판단되어진 선, 형 강조사진 231장, 색

채 강조 사진 98장, 소재, 장식을 강조한 사진 156장,

총 485장을 추출한 다음, 그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본 고에서는 분량상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인 사진자료인 24장만을 실었으며, 이는 전문가 집단

이 최종 추출한 작품임을 밝혀둔다.

1) 아이 메이크업의 형태와 의복의 형태

Ⅱ장에서 언급한 분석 툴을 바탕으로, 먼저 아이

라인을 이용한 강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림 24>26)

은 크림 타입의 아이라인을 사용하여 눈 꼬리를 약

간 올라가도록 하였고 굵은 선을 사용함으로써 눈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는 먼저 눈의 전체형과 의복 전

체적인 실루엣의 전체형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

으며, 눈의 형태는 폐쇄형으로 혼합형에 속한 눈물방

울 형에 해당되며,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X자형

의 모래시계 형이다. 즉 이 두가지 형들은 곡선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는 눈 꼬리

를 그리지 않고, 눈의 상하를 강조하도록 굵은 선의

블랙 아이 라인을 메이크업한 작품으로, 눈의 전체

형과 스커트 포켓의 부분 형으로 분석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눈은 2차원의 타원형이며, 스커

트의 포켓 역시 타원형으로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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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09S/S,

Giles

- Mode et Mode, p. 116.

<그림 25> 06S/S,

Givenchy

- Mode et Mode, p. 22.

<그림 26> 09-10F/W,

BernhardWillhelm

- Mode et Mode, p. 69.

<그림 27> 04-05F/W,

Chanel

- Mode et Mode, p. 28.

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학학적인

형태가 아닌 부정형의 경우도 있는데, <그림 26>에서

는 마치 블루색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개방형의 부

정형을 보이고 있는 아이라인과 스커트 플리츠 주름

에서 오는 스트라이프가 유사한 모양으로 서로 조화

를 이루고 있는 예이다.

다음으로 아이래쉬를 이용하여 눈을 강조한 경우,

<그림 27>에서는 굵고 진한 블랙의 아이래쉬를 부착

하여 눈의 형태를 개방형이자 부정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로, 샤넬 트위드 자켓의 술 장식의 라인 형

태와 스커트의 플리츠 형태에서 오는 부정형 라인이

서로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그림 29>는 아이섀도를 통해 눈을 강

조한 경우로서, <그림 28>은 아이 메이크업의 전체형

과 의복의 전체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

두 폐쇄형 중에서도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

며, 아이섀도를 이용한 직사각형의 2차원적인 형태와

블랙 원피스의 3차원적인 원통형은 형태적인 유사성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29>역시, 비즈를 이용

하여 페이즐리 형태의 아이섀도로 눈을 강조하고 있

는 작품인데, 폐쇄형이자 혼합형인 페이즐리 형과 스

커트의 다양한 장식에서 오는 혼합형 형태들을 더욱

더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조화로운 작품인 것이다.

다음으로 아이브로우를 통한 아이 메이크업 강조

의 경우로, <그림 30>은 아이브로우의 형태와 의복에

서는 자켓의 페플럼을 비교했을 때, 부분형-부분형으

로, 아이브로우의 삼각형의 일부 변의 형태(︿)가 페

플럼의 경사진 직각선과 그 유사성을 보이면서 조화

를 이루고 있다. <그림 31> 역시 곡선적인 아이브로

우의 형태가 실크 드레스의 드레이프성에서 오는 부

드러운 주름라인과 유사형태로 조화를 이루며 여성

미를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따라서 선, 형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사

용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등이 대표적

이며, 특히 디올은 아이브로우의 강렬한 선의 형태를

의복의 형태와의 유기적 조화로 이끌어내고 있었으

며, 샤넬은 화이트 섀도를 베이스로 블랙의 강렬한

아이래쉬가 화이트 앤 블랙의 샤넬 트위드 자켓의

술 장식 형태와도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즉,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형태적인 관계가

눈물방울형-모래시계형, 직사각형-원통형, 페이즐리

형-혼합형 등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며 조화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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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06-07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93.

<그림 29> 09S/S,

Manish Arora

- Mode et Mode, p. 96.

<그림 30> 06-07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17.

<그림 31> 05-06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15.

2) 아이 메이크업의 색채와 의복의 색채

색채의 조화는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를 대별

할 수 있다고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먼저

아이섀도의 색채와 의복과의 색채를 비교한 경우의

예로서, <그림 32>의 경우, 아이 메이크업의 주조색

은 파스텔 계열의 블루이며, 의복의 주조색 역시 동

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모노톤 배색의 유사조화를 이

루고 있다. <그림 33>의 경우 역시, 오렌지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이 동일 색상 배색으로

인한 모노 톤 배색 즉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림 34>의 경우는 아이 메이크업의 주조색은 레드, 그

린, 옐로우 계열이며, 의복의 주조색은 핑크색으로

레드계열의 색상이다. 따라서 인접 색상끼리 톤 인

톤 배색(tone in tone color cordination)을 이루며 유

사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이섀도 사용을 통한 유사조화 이외에 대비조화

의 경우도 있는데, <그림 35>의 경우는 아이 메이크

업의 주조색이 블루 계열이고, 의복의 색채는 화이트,

브라운, 블루, 레드 계열 등이 사용됨으로써 서로 콤

플렉스 배색(Complex Color Cordination)을 이루고

있는 예이다. 이는 의복의 색채가 너무 다양하게 사

용되어 자칫 복잡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아이 메이

크업의 레드계열이 의복에도 사용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그림 36>은 아이 메이

크업은 레드계열이 주조색이며, 의복의 색채는 블랙

이 주조색으로 사용됨으로써 아이섀도의 강렬한 레

드 색채는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악센트 배색

(Accent Color Cordination) 즉 대비조화를 이루고

있는 예이다.

다음으로 아이래쉬를 통해 색채조화를 이루는 경

우로, <그림 37>의 경우처럼 화이트의 아이래쉬와 화

이트의 의복색은 동일색상 조화 즉 유사조화를 이루

는 예로서, 특히 아이래쉬의 경우 전체를 동일한 색

상으로 하는 것보다, 강조를 위해 부분적인 아이래쉬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색상에 있어

강조효과가 있는 화이트나 레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아이 브로우의 색채사용을 통해 의복과

의 조화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38>의 경우 아이

메이크업의 주조색은 옐로우이며, 옐로우 아이 브로

우는 레드계열의 볼터치나 그 밖의 색채보다 훨씬

지배적이며, 주조색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에 원피스

의 스트라이프는 오렌지 계열, 바이올렛 계열, 옐로

우 계열 등 의복자체는 콤플렉스 배색을 보이고 있

으나, 메이크업과 비교했을 경우, 인접색이 사용됨으

로써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39>의 경우 역

시 그린, 옐로우, 레드 계열의 색채가 아이 메이크업

으로 사용되었으나, 주조색은 가장 지배적인 레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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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05S/S,

Yumi Katsura

- Mode et Mode, p. 115.

<그림 33> 09-10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77.

<그림 34> 05-06F/W,

John Galliano

- Mode et Mode, p. 60.

<그림 35> 03-04/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56.

<그림 36> 05-06F/W,

Carven

- Mode et Mode, p. 128.

<그림 37> 09S/S,

Gareth Pugh

- Mode et Mode, p. 74.

<그림 38> 05-06F/W,

John Galliano

- Mode et Mode, p. 61.

<그림 39> 05-06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21.

열의 아이브로우로서, 의복의 상위에 걸쳐져있는 니

트에 사용된 다양한 색채는 아이메이크업과 유사조

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색채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사용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유미카수라(Yumi

Katsura)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디올은 다양하고 화

려한 의복 색채를 아이 메이크업의 색채로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모노톤에 의한 유사조화 뿐만 아니라

콤플렉스 배색을 통한 대비조화까지 다양한 조화관

계를 이끌고 있었다. 또한 존 갈리아노 역시 그의 독

창적인 끼를 메이크업의 연출로도 표출하고 있었는

데, 화려한 의복색과의 조화를 위해 멀티컬러의 아이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서로 조화관계에

있어서는 유사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양한 색상들

이 메이크업에 사용되고는 있었으나, 이는 의복색채

와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 사용되

는 색채가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조화

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색채에 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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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이크업 강조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 미니멀리즘의 대두로

단순화 또는 절제 미학이 작용하기도 하고, 패션쇼의

근원적 특성상 메이크업이 의복을 보조해주는 요소

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복보다 메이크업이

더 강조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에서 근원 된다고 사

료된다.

3)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와 의복의 소재 및 장식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로는 종이, 깃털, 레이스,

인조속눈썹, 비즈, 단추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었으며,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기본적인 특징

을 의복의 소재 및 장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먼저 <그림 40>은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글리

터한 종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의복의 소재는 동일한

색상 계열인 광택 있는 실크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분석틀에 의하여 메탈릭 종이

가 가지고 있는 광택이 있는 특징과 뻣뻣함의 특징

은 의복의 실크소재가 가지고 있는 광택과 뻣뻣함과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41>역시 글리터

한 소재인 스팽글을 아이 메이크업 오브제로 사용하

고, 모델이 착용한 탑의 소재 역시 스팽글이 부착된

소재를 착용함으로써,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림 42>는 아이섀도의 소재는 비즈로서, 전위적인 디

올의 드레스의 소재는 광택 있는 실크 소재로 파악

되어지며, 두 소재 모두 부드럽지 않고, 비치지도 않

으며, 광택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유사조화를 보이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의 형태나 색채

까지도 의복의 형태와 색채의 유사성을 보임으로써

조화 관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듯, 메이크업 오브제와 의복의 소재가 유사성

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비 조화를 이룸으로

써 강렬하고 자극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림 43>은 디올의 작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주 소재는 레이스며 깃털을 포인트 장식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복은 광택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레이스는 무광택에 트렌스페어런스한 소

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메탈릭 소재는 광택에

비치지 않으며, 뻣뻣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으나, 레이스의

색상과 의복 색상의 유사함으로 인해 결국 유기적인

조화관계를 이끌고 있다. 즉, 어떤 조형적인 부분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하더라도, 다른 조형적 요소가

그 유사성을 이끌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관계

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44> 역시, 메이

크업 오브제의 비즈 소재와 쉬폰과 같은 트렌스페어

런스한 의복 소재와의 유사성은 거의 찾을 수 없으

나, 오히려 비즈의 광택과 화려함으로 인해 강한 자

극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의 포인트가 되

고 있다. 과거에는 메이크업이 의복의 보조 요소로

작용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메이크업도 전체적인 패

션의 한 부분으로서 강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림 45> 역시 아이브로우의 강렬한 비즈장식은

레이스 의복소재의 특징과는 유사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블랙이라는 색채 통일로 전체적인 조화관계

를 보이고 있고, 글리터한 특징으로 인해 포인트 요

소로 작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렇듯, 아이 메이크업과 전체적인 의복과의 관련

성 뿐만 아니라, 의복의 디테일 및 트리밍과의 관련

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림 46>에서는 샤넬의 대

표적인 아이라인 비즈장식이 의복의 네크라인 부분

의 비즈 프린지 장식과 소재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

고, 골티에의 방사형 인조속눈썹은 드레스 상의부분

의 마치 거미줄처럼 뻣어가는 방사 형태의 라인과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그림 47>.

따라서 오브제로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한 디자이

너 브랜드로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표출

하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장 폴 골티에

(Jean-Paul Gaultier) 등이 대표적이며, 아직까지는

아이 메이크업을 전체적인 이미지 중에서 강조하는

역할보다는 의복의 소재 및 장식을 그대로 활용하거

나, 의복의 이미지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서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소재 및 장식적

관계가 글리터한 종이-실크, 스팽글-스팽글, 비즈-실

크 등 유사조화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레이스-메탈릭

소재, 비즈-쉬폰 등 대비조화를 이루면서 강한 자극

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조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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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05-06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39.

<그림 41> 03-04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55.

<그림 42> 06-07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87.

<그림 43> 03-04F/W,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12.

<그림 44> 03S/S,

Christian Dior

- Mode et Mode, p. 80.

<그림 45> 03-04F/W,

Jean Paul Gaultier

- Mode et Mode, p. 65.

<그림 46> 05-06F/W,

Chanel

- Mode et Mode, p. 48.

<그림 47> 06-07F/W,

Jean Paul Gaultier

- Mode et Mode, p. 51.

다른 조형적인 요소에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결국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메이크업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예술로

서의 아이메이크업을 집중 조명해보고, 2000년대 이

후 패션잡지에 나타난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상

관성을 연구해봄으로써, 예술로서의 아이메이크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고, 향후 의상과의 연관성을 통한

아이메이크업 디자인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발췌한 사진자료는 예술적인 아이 메

이크업으로 보여지는 최종 2,255장중 메이크업을 전

공한 전문가 3인에 의해 1차적으로 특히 선, 형을 강

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진 1,023장, 색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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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진 496장, 소재,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판단되어진 736장

을 분류하고, 2차적으로는 그중 대표 사진으로 판단

되어진 선, 형 강조사진 231장, 색채 강조사진 98장,

소재, 장식을 강조한 사진 156장을 추출한, 총 485장

을 그 조형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대표 사진 총

24장만을 본 고에 수록하였다.

분석 결과, 선이나 형을 강조하는 아이 메이크업

은 2003년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다가, 점차 증가

2010년에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색채를 통해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한 경우는 2005년

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

였으며, 소재 및 장식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의 경

우는 2003년에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 후 최

근에는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최근에는 색채나 소재, 장식을 강조하는 방법

보다는 선, 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를린 데

이비스(Marian L. Davis)의 Visual Design in Dress

와 마를린 들롱(Marilyn R. Delong)의 The Way

We Look 에 의한 조형 분석이론을 기초로 새로운

분석틀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 메이크업의 선 및 형태와 의복의 형태

를 분석한 결과, 선, 형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크리스찬 디올,

샤넬, 지방시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디올은 아이브

로우의 강렬한 선을 잘 활용하여 의복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샤넬은 블랙의 강한 아

이래쉬 사용과 화이트 섀도를 베이스로 사용하여 강

렬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의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

하고 있었다. 이는 화이트와 블랙의 색상을 샤넬의

트위드 소재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색의 조화 뿐만

아니라, 형태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지방시

의 경우 여성스러움보다는 깔끔하고 입체적인 느낌

을 아이라인의 형태와 더불어 의복의 구성선에 적용

시킴으로써 형태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즉, 아

이메이크업과 의복과의 형태적인 관계가 눈물방울형

-모래시계형, 직사각형-원통형, 페이즐리형-혼합형

등 형태적인 유사성을 보이며 조화관계를 이루고 있

었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의 색채와 의복의 색채를 분

석한 결과, 색채를 강조한 아이메이크업을 많이 사용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

노, 유미카수라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디올은 다양

하고 화려한 의복 색채를 아이 메이크업의 색채로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모노톤에 의한 유사조화 뿐만

아니라 콤플렉스 배색을 통한 대비조화까지 다양한

조화관계를 이끌고 있었다. 또한 존 갈리아노 역시

그의 독창적인 끼를 메이크업의 연출로도 표출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의복색과의 조화를 위해 멀티 컬러

의 아이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서로 조

화관계에 있어서는 유사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색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양한 색상들

이 메이크업에 사용되고는 있었으나, 이는 의복 색채

와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 사용되

는 색채가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조화

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색채에 의한 아

이 메이크업 강조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 미니멀리즘의 대두로

단순화 또는 절제미학이 작용하기도 하고, 패션쇼의

근원적 특성상 메이크업이 의복을 보조해 주는 요소

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복보다 메이크업이

더 강조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에서 근원된다고 사료

된다.

셋째, 아이 메이크업의 오브제와 의복의 소재 및

장식을 분석한 결과, 오브제로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

한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

을 표출하는 크리스찬 디올, 장 폴 골티에 등이 대표

적이며, 아직까지는 아이 메이크업을 전체적인 이미

지 중에서 강조하는 역할 보다는 의복의 소재 및 장

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의복의 이미지를 더욱더 돋

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아이 메이크업과 의복과의 소재 및

장식적 관계가 글리터한 종이-실크, 스팽글-스팽글,

비즈-실크 등 유사조화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레이스

-메탈릭 소재, 비즈-쉬폰 등 대비조화를 이루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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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조화는 다른 조형적인 요소에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쇼에 등장하는 아트 메이크

업은 단순히 메이크업이 별개의 개념이 아닌 의복과

의 유기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에 의해 통합

적으로 어필되고 창조되는 예술적인 개념으로서, 전

체적인 코디네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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