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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V makeup types with a focus on Korean aesthetics. First, natural beauty is exp-

ressed with a random form that excluded artificial techniques or decorations often shown in the form of

incompletion and space through TV entertainment programs. Incompletion is what excludes artificial tech-

nique and denies the whole completion in expressing a face, it shows the intentional incompletion that lea-

ves it as a bare face that has no type, no color, and no decoration. A pursuit for purity, as nature leads to

realizing the internal world of concentrating on the essence of object. Space is what makes it empty without

filling, it offers a mental space in the inner side so that diverse images can be imagined beyond external

form. This trend is indicated similarly to the tendency that the recent global interest in naturalism yearns

for purity in nature and wellbeing. The presentation of skin (preferably healthy looking skin) is given atten-

tion; consequently, the similarity was being shown between the TV makeup that focuses on expressing skin

and rec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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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적 스타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인식되

기 시작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V 메이크업

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

미술 분야의 한 요소로써 방송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 지평을 넓

히고 있다. 최근 친환경을 중시한 오가닉 제품의 열풍

과 웰빙, 힐링, 디톡스에 대한 사회문화적 트렌드의 열

망(Kim et al., 2013)은 메이크업 분야에도 반영되어 자

연적인 메이크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해학미, 불이미 등 다양한 미의식 중에서

최근의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는 자연미를 중심으로 드

라마, 코미디 ·개그, 쇼 ·연예 등 TV 오락프로그램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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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메이크업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2008년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354.6분이었으

며 2013년에는 167분 이용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

만(“미디어 이용시간 [Media using time]”, 2013) 일상생

활과 가장 밀접한 미디어는 TV가 차지할 만큼 여전히

TV의 영향력은 다른 매체보다 가장 앞서 있다. 이처럼 미

디어와 현대인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TV는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Kim, 1990) 자

연미를 고찰하여,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TV 메이

크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TV 오락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드라마와 예

능프로그램이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로 수출되는 추세에

따라 한국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이

에 TV 메이크업이 한국의 메이크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한

류 문화는 세계적 관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에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한국적 미의식(Shim et al., 2007)

이 이들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함께 한

국 고유미의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

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

국적 미의식 중 자연미를 중심으로 TV 메이크업을 재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방송 미술 분야에 실질

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2년으로 오락프로그램에

한정하였고, 오락프로그램의 장르에는 드라마, 코미디 ·

개그, 쇼 ·예능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한류라

는 이름으로 일본과 대만, 중국에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드라마의 경우, 한류 스타의

선두에 선 <겨울연가>, <꽃보다 남자>, <그들만의 세상>,

<해피투게더>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지우, 송혜교,

이준호 등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으로 살펴보았다. 드

라마는 공중파 방송의 종영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고, 코미디 ·개그프로그램은 공중파와 CATV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쇼 ·예능프로그램

의 경우 공중파 방송의 다시보기에 한계가 있어서 인터

넷 등의 뉴미디어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사진자료로, MBC, KBS,

SBS, CATV와 미디어 보도자료 등의 인터넷 자료를 선

정하였으며, 흥미유발과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의 기능

을 제공하는 장르로 드라마 9건, 코미디 ·개그 2건, 쇼

·연예프로그램 4건을 연구대상<Table 1>으로 하였다. 또

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중심의 이론적 연구로써

전통사상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적 미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예술 및 철학, 미학 관련 문헌, 동양

학, 의류학, 향장학 등의 서적 및 미디어에 나타난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양적 사고관

서양적 사고관이 실체론적 우주관을 중시하는 유(有:

being) 세계관을 지향하는데 반해, 동양적 사고관은 기

(氣)의 우주를 중시하여 허(虛: emptiness) ·공(空: space)

·무(無: nothingness)의 세계관을 지향해 왔다. 동양에서

는 외적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인 존재까지 바라보는 심미안(心美眼)을 바라볼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동양적 사고관을 특징짓는 천인합

일은 주객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관계의 이분법을 초월

하는 일원적 ·통합적 세계관을 갖는다. 노자의 핵심 범

주 중 하나가 바로 무위(無爲)다.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Table 1. Program types

Genre Program

TV Drama

Shining Inheritance (2009), The Thorn Birds (2011), Dal Ja's Spring (2012), The World of Them (2008),

Sang Doo! Let's go to School (2003), The Best Love (2011), Winter Sonata (2002), Boys over Flowers

(2009)

Comedy, Gag Show Gag Concert (2011, 2012), Comedy Big League (2012)

Variety TV Program Happy Together (2012), One Night Two Days (2012), The Knee of an Ascetic (2009), Running 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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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고 본 것과

같이(Choi, 2002) 여기에는 우주 원리를 체득한 후에 그

것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

다. 반면, 서양에서의 이원론은 대립갈등의 개념으로 파

악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조화로 풀이한 대륙문명과

대립으로 풀이한 해양문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양의 사유는 물질의 근본 원소를 엄

격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개념

인 기로써 사물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의

노자는 유와 무로 대표되는 대립대항들이 서로 자신만

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다르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재 근거를 나누어 가지면서 자

신의 존재 근거를 상대방에게 두면서 공존한다고 보았

다.

2. 한국적 미의식

국내 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미의식을 살펴보

면, Go(1977)는 ‘무기교적 기교, 무계획의 계획, 질박(質

朴), 둔후(鈍厚), 순진(純眞), 비균제성, 무관심성’이라 하

여 기교와 계획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분리되기 이

전의 구상적인 생활 그 자체의 생활본능에서 나오는 자

연스러운 것이라 하였고, Kim(1996)은 한국의 미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재현하려는

자연주의요, 철저히 아(我)의 배제이다.”(p. 300)라고 기

술하여 한국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자연의 미’라 하

였다. Choi(2012)는 익살(해학)미, 파격(일탈)미를 자유

분방한 미의식의 개념으로 보고 격식이나 틀을 거부하

고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곡선과 여백의 미

를 큰 범주의 자연주의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Kim et al.

(1984)은 한국인은 천진하고 풍류해학적이어서 공간적

여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적 미의식은 소박 ·단순으로 표현되는 자

연미, 익살 ·낙천으로 표현되는 해학미, 초월미, 조화미

등으로 대표되며 여기에서는 자연미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자연(自然)’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

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뜻한다. 서양의 미적 인식

에서 미는 비례와 질서에 기반을 두었으며, 형식은 단순

한 외관이 아니라 수학적 비례와 질서의 외관이었다. 따

라서 서구에서 형식이란 부분의 크기와 비례를 통한 사

물의 명료성으로서 각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총체를

이루는 것이다(Jang, 1999/2002). 하지만 동양에서 노자

의 무(無)는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어있음으

로 하여 구체적인 사물이 비로소 존재하고 가능하게 하

는 묘한 교차점과 같다고 보았다. 즉 구체적인 것들은

모두 이 비어있는 상태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무엇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차지할

공간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가능케 해 주는 여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형식에 무관심함으로써 내면의 정신

에 집중하는 동양사상은 여백을 통해 공(空)의 세계를

실현하는데,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회귀사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한국적 미의식에서 미완, 여백, 소박, 단순, 절

제, 단아 등은 자연미로 집약되며 이는 최대한의 절제

로 기교나 형식으로부터 여백에 대한 생략, 단순, 최소

한 한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술 ·건축 등 예술 분야

에 나타난 자연미를 보면, <Fig. 1>은 색채의 농도가 은

은하고 옅은 색채 위주의 구도, 여백이 있는 배경과 자

연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

하여(Choi, 2002) 유와 무는 서로 상대편의 존재 근거가

되면서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모든 공간을 빈틈

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백의 빈 공간을 통해서 무

한대의 자유로움으로 채우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

는 공(空)사상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Fig. 2>에서 건축

소재로 사용된 목재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본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무의 본질을 훼손하

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여 조요한의 미학인 소박

한 우리 민족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의 옹기

는 자연색으로 청자나 백자처럼 세련되지 않은 단순함

과 인위적이지 않은 절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박한 옹기는 자연과의 조화

와 순리에서 나온 단순성, 단아함, 절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청사기<Fig. 4>는 헤엄치는 물고기를 간

략하게 선으로 거침없이 그려내어 정교한 맛은 없으나

질박한 소박미를 보여준다. 위와 같이 미술과 건축에서

보여지는 자연미는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낫고,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持而盈之, 不如其已)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교에서는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功_身退 天

之道也)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꽉 채우려고만 하

거나 기교를 부리는 것을 경계하여 공(空)사상의 구현

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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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미의식은 외면적

인 감각미보다 내면의 심성미를 중시하여 사물의 본질

을 추구하는 수실거화(守實去華)와 맥을 같이 하며, 현

란호화가 아닌 소박 ·검소 ·담박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인위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의 미의식이다(Min,

2003).

다음은 한국 예술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식의 중 자연

미를 중심으로 <Table 2>에서 정리하였다.

3. 메이크업과 트렌드

1) 웰빙, 웰루킹

현대는 산업,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와 미

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인

간성 상실,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 이처

럼 물질문명의 발달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

에 현대인은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동경하

게 되었고, 자연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은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자연의 순수

성과 자연 속의 삶, 웰빙(wellbeing) 등을 동경하는 사회

문화적, 예술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웰빙’

에 이어 ‘웰 루킹(well-looking)’이라는 개념, 즉 건강하

게 보이게 만드는 메이크업도 이러한 추세와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행복의 대체어로 사용되는

‘웰빙’<Table 3>은 물리적, 육체적 범주를 넘어 감성적,

정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한 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Kwon, 2005). 이러한 경향은 메이크업 전

반에 나타나 건강한 피부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

경 제품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기존

의 인위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피부의 질감을 살리

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2) 피부표현 중심

최근의 메이크업 트렌드는 건강한 피부를 선호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피부연출이다. 이러한 경향은 웰빙,

Fig. 1. San-su-wha.

From 산수화

[San-su-wha].

(n.d.).

http://terms.naver.com

Fig. 2. Bo.

From 12자 대들보 굴도리

한옥 짓기 [12ja Daedlbo

Guldori Hanok build]. (2009).

http://imagesearch.naver.com

Fig. 3. Hang-a-ri.

From 장독

[Jang-dok].

(2013).

http://blog.naver.com

Fig. 4. Dojagi.

From 조선 백자1

[Joseon White Procelain1]. 

(2005).

http://blog.naver.com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beauty on Korean aesthetics

Kind Field of Expression  Characteristics Korean Aesthetics

Architecture

Wood  Naturalism, Back to nature beauty

 Natural Beauty

Flower stairway The beauty of the simplicity

A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
The beauty of the indifference,

The beauty of the ordinary

Crafts

Pottery with a dark brown glaze Simplicity, Moderation, Refined

Table The beauty of the simplicity

A moon pot Simplicity, Ordinary, Moderation

Picture Painting of the void The beauty of the space

Music

Classical music
The beauty of the beauty,

Temperance of the emotion

Buddhist dance
The beauty of the beauty,

The beauty of the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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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추구의 시대적 트렌드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웰빙’에 이어 ‘웰 루킹’이라는 개념, 즉 건강하

게 보이게 만드는 메이크업의 출현배경이다. 따라서 깨

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위해 다양하게 개발된

기초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광택

감 있는 피부표현이 부각되고 있다. 향상된 삶의 질이 피

부의 윤기, 즉 피부표면을 매끈하게 정돈해 얼굴에서 자

연스럽게 윤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

라서 이러한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유형은 내추럴 메이

크업, 물광 메이크업, 윤광 메이크업을 둘 수 있다.

(1) 내추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은 ‘자연의, 바탕 그대로의’ 뜻으로 인

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의미한다. 이러

한 자연주의적 영향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얼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투명

한 피부표현과 건강함, 활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

크업이다(Kim & Han, 1998). 이는 인위적인 메이크업보

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으로 나타나

며, 피부톤, 윤곽, 결점 등을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는 것

이 관건이다.

(2) 물광 메이크업

물광이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피부를 말하는 것

으로 물광 메이크업이란 기존의 매트한 느낌의 메이크

업에서 탈피해 피부표현에 수분감을 주어 촉촉한 느낌

을 주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따라서 피부에 촉촉함을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가 기본 조건

이다. 기초 제품을 이용하여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게 하

거나 미스트를 뿌려서 촉촉함을 유지시키고, 피부의 자

연스러움이 생명이기 때문에 잡티를 감추기 위해 화운데

이션을 두껍게 바르는 것은 삼가야 한다.

(3) 윤광 메이크업

윤광이란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을 말하는 것

으로 윤광 메이크업은 피부를 빛나게 하는 메이크업이

다. 따라서 반짝임이 있는 펄감의 제품을 이용해 피부

가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으로써 윤광 피부에

는 펄이 있는 제품을 이용해 은은하게 빛나는 듯 한 피

부를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다. 팩트 타입의 하이라이트

제품을 전체에 바르면 번들거림을 유발하여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브러시에 묻힌 후 T존 부위와 콧대,

눈 밑 C존 부위에 화이트, 핑크, 옐로우, 골드 색상 등으

로 발라주어 입체감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최근 메이크업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피

부표현은 아예 생략하거나 대부분 가볍고 투명하게 보

이도록 인위적인 느낌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즉 자연

스러운 피부표현 기법은 두껍고 짙은 피부표현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해 보이고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분이나 광택이 있는 피부표

현의 메이크업은 건강미와 자연미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눈과 볼 부위에 미스트나 펄, 크림 형태의 제품을

이용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한다. 또한 인위적이

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썹, 눈과 입술 등에는 선과 형태

를 살린 테크닉적인 요소로의 강조보다는 눈이나 볼 등

한 곳에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편

안한 느낌의 색채표현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따라서 이러한 메이크업의 유형은 최근 트렌드 중의

하나가 북유럽 스타일의 친환경 열풍으로 오가닉 화장

품을 선호하며 웰빙의 사회문화적 현상이 반영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향은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으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즉 TV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III. 연구결과

동양사상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내적

표현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이며 정신과 육체와의 조화

의 외적 표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동양인들은 자연

속에서 인본주의 철학을 탐구하였다. 인간도 자연의 일

부로써 자연 속에서 인간을 바라본 것이다(Choi, 1993).

Table 3. Origination, interior meaning & external meaning of the trend

Trend Origination  Interior Meaning External Meaning

Wellbeing

• Improvement of the life

• Interest of the environment

• Tendency of the go back to the nature

• Longing of the pure nature

                     ⇓
• The preference of the eco products

• The preference of the healthy skin

• Thinking of the nature

• Unity of the sky & man

• Moderation of Confucianism

• Unmanufacturing image

• Watering skin

• Luminous skin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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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은 표현의 간결화, 단순화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여백은 생략과 무관심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피

부물성의 본질과 자연스러움이 표현되는 최근 메이크

업 트렌드의 반영으로 한국의 미의식인 자연미와 그 맥

을 같이하고 있다.

1. 미완-간결미

미완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 덜 된’의 의미로 완성의

반의어다. 미완은 의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음으로써

간결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얼굴의 형태에

따른 이상적인 비율을 추구하는 좌우 비례 ·대칭 ·균형

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단순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나는

데, 결국 이러한 표현은 내적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한효주의 메이크업<Fig. 5>

과 KBS 쇼 ·예능 <해피투게더> 박미선의 메이크업<Fig.

6>, SBS 쇼 ·예능 <런닝맨> 송지효의 메이크업<Fig. 7>

을 보면, 메이크업 트렌드의 추세인 자연스러움을 추구

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극 중에서 이들의

캐릭터는 다소 순박하면서 솔직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

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캐릭터 상의 특

징은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완성되지 않은 단순함을 바

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피부의 완벽한 커버를 추구하

지 않고 절제된 방식의 최소한의 표현기법으로 자연스

러움을 연출한 것으로써 한국의 목재나 항아리에서 보

여지는 미완의 간결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KBS 드라마 <가시나무새>에서 김민정의 메이

크업<Fig. 8>과 KBS 드라마 <달자의 봄> 김나운의 메

이크업<Fig. 9>을 보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하지만 내추럴 메이크업의 조형

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눈썹의 형태를 벗어나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in makeup

Natural Makeup Watering Makeup Lighting Makeup

Concept Healthy, Lively image
Including on watering moisture

image
Luminous image

Skin Makeup
• Natural skin makeup

• Use the least foundation

• Moisture skin makeup

• Use the moisture cream, mist

• Luminous skin makeup

• Use the pearl essence, pact, balm

Eye Makeup
• Eye brow: Natural shape, color

• Eye shadow: Natural color

• Eye brow: Natural shape, color

• Eye shadow: Natural color

of the pearls

• Eye brow: Natural shape, color

• Eye shadow: Natural color

of the pearls

Cheek Makeup
• Omission or expression

of the natural
• Expression of the moisture • Expression of the pearl

Lip Makeup

• Use natural luminous

lip gloss, tint

• Finishing of natural color

• Finishing the lip gloss

• Finishing of natural color

• Finishing of lip gloss

• Finishing of natural color

Fig. 5. Han hyo joo.

From 찬란한 유산,

한효주 [Shining

Inheritance,

Han hyo joo].

(2009). http://imgv.

search.daum.net

Fig. 6. Park mi sun.

From 해피투게더,

박미선 [Happy

Together,

Park mi sun].

(2014).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7. Song ji hyo (I).

From 런닝맨,

송지효

[Running Man,

Song ji hyo].

(2013b). http://

5neulen.blog.me

Fig. 8. Kim min jung.

From 가시나무새,

김민정

[The Thorn Bird,

Kim min jung].

(2011).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9. Kim na oon.

From 달자의 봄,

김나운

[Dal Ja's Spring,

Kim na oon].

(2007). http://

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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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눈썹의 2/3지점에 완만한 형태의 산을 보완

하고 눈썹 꼬리가 앞머리보다 짧게 정리되어야 하는데

눈썹 꼬리 부분이 앞머리보다 낮게 하향하여 내추럴 메

이크업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비율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눈화장의 이상적인 비율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형태 그대로를 연출함으로써 외적으로 미완성의 불

완전을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의 미의식에서 전체

적인 조화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정신적인 조화로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송혜교의 메이

크업<Fig. 10>과 MBC 쇼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

에서 고현정의 메이크업<Fig. 11>은, 피부표현에 중점

을 둔 물광 메이크업이다. 피부의 수분을 그대로 피부

위에 머금은 듯 촉촉한 느낌의 피부표현을 연출한 것으

로 피부 자체의 수분감이 메이크업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다. 이들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송혜교의 경우, 극중

에서 기본적인 인간성은 선하지만 말괄량이의 까칠함

을 지닌 성격으로 묘사되며, 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한 고현정은 여성스러운 외모와 달리 터프하고 털털한

의외의 모습으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

중의 캐릭터는 메이크업에도 반영되어 피부표현을 제

외한 색조 메이크업의 미완을 통해 다른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메이크업

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배우의 얼굴에서 무한의 캐릭터

를 내포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이나 초가 지붕의 간결미에서 느껴지는 무한의 정신적

충만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지의 메이크업<Fig. 12>과 TVN 코미디 ·개그 <코

미디빅리그> 정주리의 메이크업<Fig. 13>은 피부표현

에 중점을 둔 윤광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빛

을 받아 마치 피부에서 빛을 발하는 듯한 반짝이는 메

이크업을 표현했다. 파우더로 유분기를 없애지 않고 피

부의 물성을 표현함에 있어 윤기가 나는 듯한 피부를

연출한 것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피부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동양의 사고관인 인간과 피부와 빛이라

는 자연을 하나로 승화시킨 것으로 메이크업을 통해 자

연과의 합일을 유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메이크업에서 미완의 간

결미는 첫째, 피부표현에 있어 피부 본래의 색과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소의 피부표

현으로 얼굴의 실핏줄이 보일 정도의 얇은 베이스에 기

미 ·주근깨와 같은 피부의 결점을 가리지 않아서 잡티가

거의 드러나는 미완 형태의 투명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트렌드인 내추럴 메이크업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의 피부표현과 색조, 기법의 절제된

방식이 한국적 미의식인 자연미와 유사하지만 한국적

미의식인 미완은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누드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어 최소한의 결

점을 커버하는 내추럴 메이크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피부의 물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피부의 광채

와 광택의 느낌을 살리는 물광 ·윤광 메이크업의 경우

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피부

표현은 피부의 빛나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부의 물

성에 인위적인 기법, 즉, 커버력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표현을 극대화하는 반면, 한국적 미의식에 기반한 자연

미는 피부 본래의 수분감과 유분감의 표현을 위해 최소

한의 절제된 표현으로 연출되고 있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 형태와 색조의 절제된 형

태를 보이고 있다. 눈썹의 경우 이상적인 비율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본래의 눈썹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

섀도우는 피부톤과 비슷한 피치나 베이지 계열로 눈두

Fig. 10. Song hae gyo.

From 그들이 사는 세상,

송혜교 [The World

of Them, Song hae gyo]. 

(2009).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11. Go hyun jung.

From 무릎팍도사,

고현정 [The Knee of an  

Ascetic, Go hyun Jung]. 

(2009). http://

blog.naver.com

Fig. 12. Su ji (I).

From 개그콘서트,

수지 [Gag Concert,

Su ji]. (2012).

http://imagesearch.

naver.com

Fig. 13. Jung ju ri (I).

From 코미디빅리그,

정주리 [Comedy Big 

League, Jung ju ri].

(2011).

http://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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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 전체에 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이 메이크업의

표현에 있어 트렌드와 한국적 미의식의 자연미가 유사

하지만, 트렌드의 내추럴 메이크업이 눈썹의 빈 곳을 메

워 자연스러운 균형감과 비례감을 연출하는 것과 달리,

한국적 자연미를 보이는 내추럴 메이크업은 눈썹의 균

형과 비례를 무시하고 미완의 형태 그대로를 방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의 미완은 비례 ·대칭 ·균형 ·통일 등 수리적 비율에 따

른 디자인의 원리를 과감히 탈피해 명확한 형체를 취하

지 않은 무정형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결한 표현을 통해

불확정적 형태를 추구한다. 이처럼 한국적 미의식에서

의 완벽한 조형성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는 디자인의

완성을 추구하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정신에 집중

하려는 의지를 담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대상의

본질에 의미를 두는 자연사상을 반영한 상상의 초월적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얼굴의 황금비율적인

이상적인 비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대칭 ·

불균형 ·부조화의 상태로 남겨놓음으로써 완벽한 조형

성에 의미를 두지 않는 탈기교적 측면의 완성미를 이룬

다. 이는 허 ·공 ·무의 존재적 가치이며 허와 실, 유와

무의 공존을 통해 인간과 자연, 우주의 유기적인 조화

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2. 여백-절제미

여백은 말 그대로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비어있는 것

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고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묘한 교차점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차지

할 공간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

을 가능케 해 주는 여백이 필요하다(Choi, 2002). 즉 여백

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워야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즉 유

무상생(有無相生)은 유(有)는 무(無)를 살려주고 무(無)는

유(有)를 살려준다는 의미이다. 유(有)가 유(有)인 이유는

유(有)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무(無) 때문에, 즉 무(無)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유(有)가 되고, 똑같이 무(無)도 무

(無) 자체 때문에 무(無)인 것이 아니라 유(有)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무(無)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무(無)와 유(有)가 서로 상대편의 근거가 되

면서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정형미를

탈피하여 자연의 무작위사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도

교에서의 무(無)는 유(有)의 형이상학적 특징을 나타내어

천하만물은 유(有)에서 생기고 그 유(有)는 바로 무(無)

에서 생긴다고 본 것이다(Choi, 2002).

메이크업에 나타난 여백의 사례는 다음에서 볼 수 있

다. KBS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공효진의 메

이크업<Fig. 14>과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보

여진 메이크업<Fig. 15>을 보면, 이는 트렌드의 자연스

러움을 추구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의 조형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눈썹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즉 눈썹 사이

미간을 이상적인 비율로 좁히지 않고 그대로 방치, 넓

은 공간의 여백으로 비어두었다. 이러한 형태의 메이크

업은 보는 이의 감정에 따라 눈썹의 간격을 좁히거나 넓

혀 다양한 형체를 채워 무한대의 상상을 불러올 수 있

어서 고도로 계산된 무작위적 표현으로 한국적 미의식

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최지우의 메이크업<Fig.

16>과 KBS 코미디 ·개그 <개그콘서트> 김지민의 메이

크업<Fig. 17>을 보면, 카메라 샷 앵글이 얼굴 아래와

Fig. 14. Gong hyo jin (I).

From 상두야 학교가자, 

공효진 [Sang Doo!

Let's go to School, Gong 

hyo jin]. (2005).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15. Gong hyo jin (II).

From 최고의 사랑,

공효진 [The Best

Love, Gong hyo jin].

(2011).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16. Choi ji woo.

From 겨울연가,

최지우 [Winter

Sonata, Choi ji woo].

(2008).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17. Kim ji min.

From 개그콘서트,

김지민 [Gag Concert,

Kim ji min].

(2013).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18. Goo hae sun.

From 꽃보다 남자,

구혜선 [Boys over

Flowers, Goo hae sun].

(2009). http://

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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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아래턱에 윤곽음영을 생략

한 채 각진 형태 그대로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요구되는 윤곽에 자연스러운 음영으로 각

이 진 형태를 보완하는 기법을 생략하고 있다. 극중 최지

우의 캐릭터는 청순하면서 연약해서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는 캐릭터이다. 이와 같은 캐릭터가 메이

크업에도 반영된 듯한 채우지 않은 비어있는 여백은 미

완성의 절제미로써 한국적 미의식인 공간의 여백의 표

현이라 볼 수 있다.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혜선의 메이크업

<Fig. 18>과 KBS 쇼 ·예능프로그램의 <1박2일>에서 김

하늘<Fig. 19>, 쇼 ·예능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수지의 메이크업<Fig. 20>−<Fig. 21>은 전체적으로 자연

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특히 눈매를 또

렷하게 하기 위한 아이 메이크업을 생략한 부분을 살펴

보면, 눈 아래 언더라인을 생략하거나 눈썹 사이사이 빈

공간을 메우지 않고 빈 채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메이크업은 자연미에서 보여지는 여백의 미로

유추된다. 즉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추구함으로

써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두는, 즉 대상이

지닌 본질에 집중하여 꾸밈없는 모습을 연출하여 인위

적인 기교를 멀리하는 동양의 자연사상을 반영한 것이

라 사료된다.

TVN 코미디 ·개그프로그램의 <코미디빅리그>에서

정주리의 메이크업<Fig. 22>과 SBS 쇼 ·예능 <런닝맨>

송지효의 메이크업<Fig. 23>을 통해 여백의 미를 발견

할 수 있다. <Fig. 22>에서 넓은 이마를 드러낸 채 헤어

라인을 머리에 붙여 빈틈없이 뒤로 보낸 모습이 마치 티

벳의 여인상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형태는 넓은 이마를

이상적인 비율의 조화를 고려해 음영으로 보완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는 얼굴

의 공간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꽉 채우는 서양의 절대미

에 반하는 텅 빈 공간의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형태의 구체화를 포기하고 텅 빈 공간의 무한한 잠재력

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여백에 나타난 메이크

업의 특성은, 첫째, 완벽한 피부표현을 생략하고 있다.

즉 볼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볼터치 등을 생략하여 얼굴

전체에 빈 공간의 여백을 자연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아이 메이크업의 생략으

로 나타나고 있다. 즉 눈매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이라

이너나 마스카라의 사용을 생략하고 눈매에 음영을 주

어 보완하는 아이섀도우에 대한 사용을 절제하여 눈 주

위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비워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셋째, 얼굴 윤곽표현에서의 생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적인 얼굴형을 완성하기 위한 밝음과 어두움, 즉 하

이라이트와 섀이딩을 생략하여 빈 공간의 여백을 보인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외적인 형식면에서는 색상, 형태, 질

감의 표현이 정리되지 않은 미완성을 보이지만 자연 그

대로의 아름다움과 내적인 본질에 의미를 두는 자연사

상을 반영한 것으로 메이크업을 절제함으로써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자

신을 버림으로써 상대를 부각시키는 관계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따라서 여백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쉽사리 확인되

지 않는 그 어떤 심오한 상태로 얼굴의 세부적인 장식

을 과감히 생략, 절제해 전체적인 조화에 치중하는 것

으로 궁극적으로 불교의 제법무아, 무아사상, 도교의 무

위와 같은 여백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의 자연미에서 보여주는 메이크업을 토대

로 다음과 같은 논점을 논할 수 있다. 자연미에 나타난

Fig. 19. Kim ha nle.

From 1박2일, 김하늘

[One Night Two

Days, Kim ha nle]. 

(2011). http://

news.naver.com

Fig. 20. Su ji (II).

From 쇼! 음악중심, 

수지 [Show! Music 

Center, Su ji].

(2010a).

http://cafe.daum.net

Fig. 21. Su ji (III).

From 쇼! 음악중심, 수

지 [Show! Music 

Center, Su ji].

(2010b). http://

bbs.music.daum.net

Fig. 22. Jung ju ri (II).

From 코미디 빅리그,

정주리 [Comedy Big 

League, Jung ju ri]. 

(2013). http://

imagesearch.naver.com

Fig. 23. Song ji hyo (II).

From 런닝맨,

송지효

[Running Man,

Song ji hyo]. (2013a). 

http://5neule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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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은 완벽한 형태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의 비정형미를 보인다. 이는 메이크업 트

렌드에서 보여지는 내추럴 메이크업과 유사한 점이 발

견된다. 즉 순수와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웰빙의

트렌드와 부합하여 자연스러움과 피부질감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의 생략을 통해 피부의 질

감 등을 표현한 부분은 유사하다. 그러나, 메이크업 트렌

드의 내추럴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완성에 있어서 최소

한의 디테일로 접근한 반면, 한국적 미의식의 자연미는

단순함과 생략으로 장식이 최대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표현이나 기법이 절제된 인체의 순수성을 강

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전체를 완벽하게 완성하기보다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아 일부분을 생략과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 완성

미를 탈피한다. 이는 동양의 자연사상에서 비롯된 인위

(人爲)가 아닌 무위자연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

고 하여(Choi, 2012) 도는 항상 무위하는 형식으로 운동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무한한 결과를 보이는 것

으로 거기에는 우주 원리를 체득한 후에 그것을 삶의 영

역에서 실천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것으로 메이크

업이라는 완성된 의도성을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미

완과 여백의 대상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

타난 메이크업 중에서 자연미의 특성을 <Table 5>에서

정리하였다.

IV. 결 론

오늘날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함께 메이크업은 패션

의 부수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

고 있다. 특히 TV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 미술 분야의 한 요소로써 방

송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

의 중심에 서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 대중 문화가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친환경과 웰빙,

자연적인 관심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TV 오

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한국적 미의식 중 자

연미와 연관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한국적 미의식은 자연미로 표현되었다. 이는 최

대한의 절제와 의도적인 빈곤으로, 기교나 틀에 짜인 형

식으로부터 미완과 여백에 대한 생략, 단순, 최소화한

것이다.

둘째,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의 순수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피부표현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웰빙과 웰루킹을 추구하는 최

근의 메이크업 트렌드가 반영되어, 친환경적 화장품, 건

강한 삶과 함께 건강한 피부를 추구하며 내추럴 메이크

업, 물광 메이크업, 윤광 메이크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코미디 ·개그, 쇼

·예능의 경우, 장르별 극의 흐름과 대본의 캐릭터 연출

을 위해 다소 과장되어 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적으로 내추럴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 윤광 메이크업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사회적 현상

인 웰빙과 웰루킹의 트렌드가 메이크업 분야에도 전반

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

타난 메이크업은 한국적 미의식 중 자연미로 대표되며

인위적인 기교나 장식을 배제한 무작위의 형식으로 표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beauty on TV makeup

Incompletion Space

Technic

1. Skin makeup

• Focus on the skin ⇒ Temperance

• Cover the spot ⇒ Temperance

2. Eye makeup

• Neglect the best proportion

• Omission the color ⇒ Temperance the color

1. Skin makeup

• Omission the color cheek ⇒ Pursuit of the empty space

• Omission the face shape ⇒ Pursuit of the empty space

2. Eye makeup

• Omission the eye line, mascara ⇒

Pursuit of the empty space of the eye brow

Interior Meaning

• Harmony of the human & nature

• Focusing the interior meaning & the indifference external meaning

• Focusing the original nature of the human

External Meaning
• Omission, simplicity of the expression

• Indifference of the part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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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이는 TV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미완과 여백의 형

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완은 얼굴표현에 있어 인위적인 기교를 배제, 전체

적인 완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미완성을 보인

다. 즉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추구함으로써 대상의 본

질에 집중하는 내적 세계를 실현한다. 또한 여백은 채우

지 않고 비워두는 것으로 외적 형식을 초월해 다양한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하는 내면의 정신적 여백을 제공

한다. 이는 유교의 절제론과 불교의 중도론, 도교의 무위

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사상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추

세는 최근 자연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자연의 순수

성과 웰빙 등을 동경하는 트렌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선호하고 건강하게 보이

는 피부연출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피부표현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과의 최근 트렌드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

다.

본 연구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한국적 미의식의 독창

적인 표출방식을 늦게나마 엿볼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TV 매체를 통해 드라

마, 코미디 ·개그, 쇼 ·예능프로그램에 나타난 여러 가

지 메이크업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트렌드로 제안함

으로써 대중매체와 함께 하는 한국적 메이크업의 기초

가 확립될 수 있기도 함께 기대한다.

또한 이 논문을 통해 한국 연예 문화의 세계화를 중심

으로 TV 메이크업의 미래 흐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리

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적 미의식의 세계화에 대한 도

전과 새로운 분야로서의 한국 문화 전파의 사명을 함께

제안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임을 알려드리고 이 논문을

통해 미래의 방송 미술과 메이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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