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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media representation of aging as negative and abnormal, anti-aging products and dis-

courses are spreading to younger gener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anti-aging discourse in a fashion ma-

gazine targeted towards women in their 20s. It quantitatively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nti-

aging industry and discourses from 1994 to 2014 in the magazine『Céci』. It also analyzes the patterns of

signification associated with aging in the magazine through the us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s five major discourses -“segmentation of the definitions of youthful appearance”, “scientific and

medical discourse”, “self-care discourse”, “prevention of aging”, and “social values of youthful appearances”.

The paper finds that the construction of anti-aging discourses towards women in their 20s is heavily influ-

enced by the close link between the anti-aging industry and the fashion media. It also confirms the ideology

of self-development though a rigorous appearance-management that is strongly imposed on Korean women

and subsequently reproduced in an anti-aging discourse towards women in their 20s.

Key words: Anti-aging discourse, Aging of body, Medicalization of aging, Women in their 20s, Self-de-

velopment; 안티에이징 담론, 몸의 노화, 노화의 의료화, 20대 여성, 자기 관리

I. 서 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구의 노령화라는 사회구조

적인 변화(Sanderson & Scherbov, 2008)와 더불어, ‘젊음’

을 ‘바람직함’과 ‘아름다움’과 동일시하는 문화의 확산

은,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를 뜻하는 안티에이징(an-

ti-aging)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이슈로 부

상시켰다. 노화되는 몸은 점차 개선되고 극복되어야 하

는 것으로 간주되고, 현대 의학기술과 화장품 기술의 발

전과 상품화의 확대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광범위하

게 확산시키고 있다(Bayer, 2005).

한국 사회에서도 자연적인 노화에 대한 거부와, 노화

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흐름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노

화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노화는 의학적 기술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시각이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Kim & Han, 2013). 또한, 실제 연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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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 보이는 외모에 대한 선망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는 광고 이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는 높은 사회적

경쟁력의 조건으로 제시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Kim, 2013a).

역사적으로 노화와 죽음을 삶과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배제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 이 욕구와 열망은 더

욱 심화되었다(Shilling, 1993/1999).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은 점차 개인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행형

프로젝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이 끊임없이 해체

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유동적이며 성찰적인(reflexive) 공

간이 되고 있다(Bordo, 1993). 인간의 몸의 노화 또한 성

찰적 재구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몸의 노화는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해체되고, 노

화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지연되고 극복될 수 있

다는 시각이 등장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몸의 역할이 크

게 증가한 시기이며(The Aberdeen Body Group, 2004), 한

국 사회에서도 몸이 개인의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되면서,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노력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급격한 증가라

는 흐름에서 몸의 노화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뚜렷이 드

러난다. 탄력 있고, 주름이 없는 몸, 즉, 노화의 흔적이

없는 어려보이는 몸은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으로 제시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선

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몸의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

화적 맥락과 더불어, 미용 관련 산업과 미디어의 긴밀한

연계가 몸 담론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문제이다(Seo, 2006).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한국 사회에서 몸의 노화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패션잡지에 실린 기사와 광고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패션잡지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패션잡지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현실을 선별하고 재조직하고 매

개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덧붙여, 패션잡지는 시장의 논

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독자들의 능동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Choi, 2004; Son,

2005; Son & Lee, 2010). 주요 광고주인 패션 및 미용 산

업의 규칙과 논리가 적극적으로 독자에게 매개되는 장

소인 패션잡지는 안티에이징 담론을 살필 수 있는 적절

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안티에이징 관련 담론과 상품은 점차 젊은 연령

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Jung, 2015). 안티에이징에 관

한 문화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젊은 독자 대상

의 매체에 나타난 안티에이징에 대한 시각을 분석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20대의 얼리안티에이징(early anti-a-

ging) 현상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피부인지도, 화

장품 활용도, 화장품 사용실태, 구매행동, 뷰티소비성향

등 외모 관리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매체에 나타난 시각과 이에 대한 수용자

의 행위 간의 연계성이 강한 패션잡지를 통해, 젊은 세대

의 안티에이징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20대의 안티에이

징 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디어에 의해 제공

되는 외모에 관한 시각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Kim, 2013b)는 미디어 담론 분석을 통해 젊은 연령

층의 안티에이징 문화를 살펴보는 작업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20대는 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

우 높게 나타나는 연령이다(Gallup Korea, 2015). 이러

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화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

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티에이징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던 신

체노화 관련 담론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킴으로서, 한국

사회의 노화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대 초반 여성을 주요 독자로 하는 영패

션잡지『쎄씨(Céci)』에 게재된 안티에이징에 관한 기사

와 광고를 분석하였다.『쎄씨』는 1994년 실용패션지를

표방하면서 창간되어 현재는 트렌드 매거진을 표방하

면서 발행되고 있다. 연구는 잡지가 창간된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잡지에 게재된 안티에이징 관련 기

사, 광고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 대

상 패션잡지에서 게재된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

의 양과 종류의 변화 흐름을 살펴본다. 둘째, 20대 여성

대상 패션잡지에 나타난 안티에이징 담론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후기 근대사회의 노화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몸의 쇠퇴와 유한성(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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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시키는 나이 듦(aging)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커

지게 되고, 젊음을 최대한 연장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

요해지고 있다. Bauman(1992)은 죽음과 몸의 관리가 개

인의 문제로 인식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면서,

종교 등 집단적 제도나 규범의 영향력이 축소된 현대 사

회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현대인의 생존 전략의 한 방법으로 자기 관리

(self-care) 전략이 중요해졌음을 역설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신체능력을 기르는 것

에 대한 열광 등이 바로 그것이다.

Shilling(1993/1999)은 전통적 정치, 종교적 서사가 더

이상 개인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아 정체성의 토대로서의 몸의 중요성 증가와 몸이 개인

의 성찰적 프로젝트가 되는 경향을 후기 근대적 특성으

로 정의하였다. 성형수술 등 의료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통제, 변

형이 가능한 대상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화를 유예하고 젊은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개인의 통제

와 관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노화된 몸의 ‘비정상성’이 강조되는 문화적 상황에서 노

화에 대응하는 자기 관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Bayer, 2005).

Gullette(1997)은 ‘문화에 의한 나이 듦(aged by culture)’

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나이의 의미가 부정

적인 것으로 협소화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Hogle(2005)

은 노화를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문화와 노화를 질병

으로 간주하는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화에 대한 시각이 문화적으로 구성됨을 강조한다. 또

한 Hogle(2005)은 노화를 가치의 감소, 위험의 증가로 보

고, 젊음을 특권화하는 문화는 젊음에 대한 욕구를 증

대시키며, 이는 노화 방지 관련 연구의 증가와 노화 방지

관련 의약품, 미용 산업 성장 등의 상업적 노력의 증가

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경쟁, 소비자

의 욕구, 인구 관련 정책,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개념 등이 노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간 신체의 기능의 개선 또는 변

형 기술의 발전이 노화의 의료화 현상과 안티에이징 문

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지만, 노화 관련 담론과 문화

가 단순히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노화와 안티에이징 산업

몸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설정되면서, 특

정한 몸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만한 몸’, ‘나이

들어 보이는 몸’이다. 한국 사회에서 ‘날씬한’, ‘젊어 보

이는’ 외모가 사회적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상적 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관리는 자기 계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소비주의 심화

와 IMF 위기 후, 노동시장 진입 경쟁이 강화된 후, 이러

한 경향은 심화되었다(Cho, 2009).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외모 관리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외모를 위한 소비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

미용성형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 2014)에 의하면, 2014년 한국에서 실시

된 성형수술(surgical procedures) 건수는 약 44만 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그리고 저연령의 경우

성형수술 경험과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내

용이다.

한국 사회의 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

상은 피부 미용 산업의 확대이다. 2014년 한국은 비수술

적 시술(non-surgical procedures)이 전 세계적으로 4번째

로 많이 이루어진 국가로, 한 해 동안 약 27만 5천 건의

보톡스 시술, 17만 5천 건의 필러 시술, 4만 5천 건의 레

이저 시술이 실시되었다(ISAPS, 2014). 특히, 주름 제거,

피부 탄력 증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시술들

은 항노화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되고(Kim, 2014),

이러한 항노화 시술의 증가는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위한

노력과 투자의 확대를 의미한다.

화장품 산업의 규모의 확장 또한 피부 관리 관련 소비

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 금액은 2001년 약

2천 7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5천 6백억 원으로 그 규

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

opment Institute [KHIDI], 2007, 2014a).

다양한 몸 관리 방식을 통해서 추구되는 이상적 몸의

형태는 젊어 보이는 외모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날씬한

몸매’와 ‘탄력 있고 주름 없는 피부’(Kim, 2014; Kim,

2013a)와 일치한다. 노년에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

는 것이 ‘긍정적인 것’, 더 나아가 ‘필수적인 것’으로 의

미화되면서, 과거에는 노화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으

로 여겨졌던 외모 특징들의 ‘비정상성’은 더욱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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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나

이 듦의 흔적을 지우는 이른바 ‘나이 부정(age denial) 산

업’ 즉, 안티에이징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화장품, 성형 등의 안티에이징

관련 산업이 노화에 수반되는 피부의 주름, 탄력 저하 등

의 현상을 질병(pathological)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권

장하는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Smirnova, 2012). 특히, ‘미의 의료화(med-

icalization of beauty)’라고 표현되는, 미용 산업과 과학적,

의료적 기술과 담론이 결합되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이

러한 흐름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3. 20대 여성과 안티에이징 문화

Twigg(2004)은 후기 근대사회의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외모는 언제나 젊은 외모이며, 이러한 젊음의 이미지는

점차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년층 이상의 연령을 타깃으

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어려보이

는 외모는 중장년층에게 소비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적

경쟁력의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

향은 특히 IMF 경제 위기 후 심화되었다. 고용안정성의

약화, 정년의 단축이라는 사회 변화에서, 중장년층에게

는 어려 보이는 외모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생존 전

략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젊음의 유지 및 연장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노화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최근

의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노화를 경험하는 연령층뿐

만 아니라, 25~29세의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부 노

화의 예방을 강조하는 화장품 판매 전략이 실행되고 있

다(KHIDI, 2014b).

이는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의 몸

과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젊음의

연장과 노화의 유예라는 강력한 문화적 기준은 젊은 여

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청년층의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쟁에

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외모의 중요성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바람직한 외모

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비롯되는 압력과 불안감은 남

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Saucier, 2004).

특히, 여성의 경우, 개인의 경쟁력, 즉 자본(capital)으

로서의 외모의 중요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에서, 노동시장 진입,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에게

외모의 문제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IMF 위기 후의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조건으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neoli-

beral) 자기 계발(self-development)의 논리의 확산과 함

께, 젊은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

식들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효율적인 선택 능력의 개발

은 개인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중요한 자질

로서 제시되고 있다(Cho, 2009; Tae, 2012).

어려 보이는 외모가 바람직한 외모의 확고한 기준으

로 자리 잡고, 어려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한 자기 관리의 영역으로 제시되는 문화적 분위기는 미

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이는 젊은 세대에

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직 20대

를 대상으로 한 노화와 안티에이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Kim and Chung(2011)은 20대의 안티에이징에

관한 연구에서 안티에이징 관심도에 따라 화장품 구매

자, 화장품 구매장소, 화장품 구매결정 영향요인, 화장

품 선택 시 중요 요소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고 있다. Kim(2010)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안 트렌드의

인지 정도가 높으며, 특히 20대의 동안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연령대보다 외

모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고,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이러

한 담론이 전달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 사회의

몸, 정체성, 노화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III. 연구방법

『쎄씨』는 국내 첫 영패션잡지로 1994년 10월 중앙일

보사에 의해 창간되었다. 패션잡지를 잡지의 성격에 따

라 구별했을 때,『쎄씨』는 실용적 정보를 취급하며 주로

캐주얼 의상을 다루는 실용패션지의 성격을 띤다. 또한

하이패션(high fashion)잡지와 영패션(young fashion)잡

지로 대별하는 경우,『쎄씨』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반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캐주얼 브랜드들을 등장시키는

패션잡지인 영패션잡지에 해당된다(Son & Lee, 2010).

1990년대 중후반에『쎄씨』와 더불어『키키』,『유행통

신』,『신디더퍼키』,『에꼴』등의 영패션잡지들이 창간

되었으나 현재 모두 폐간되었고, 라이선스 영패션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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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그걸』과『엘르걸』또한 2000년대 초반에 창간되

어 2010년대 초, 중반에 폐간되어『쎄씨』만이 지금까지

계속 발행되는 유일한 잡지이다. 따라서 자기 관리 전략

으로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1990년대 이

후부터 최근까지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티에이

징 담론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어『쎄씨』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994년 창간호부터 2016년 12월호까지 23년

동안 발행된『쎄씨』잡지 총 266권에 나타난 기사와 광

고를 분석하였고, 별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를 통해, 20대 초반의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영패션

잡지에 나타난 안티에이징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잡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쎄씨』잡지 총

266권에서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의 빈도를 측정

하여 23년간의 변화 흐름을 양적으로 살펴보았다. 1차

적으로 ‘노화’, ‘안티에이징’, ‘동안’, ‘주름’, ‘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항목을 선정하였고, 2차적으로 용어만

단순하게 포함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노화’나 ‘안티에

이징’에 대한 의미화(signification)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

항목만 그 중에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몸의 노화에

대한 정의나 판단을 내리고 있거나, 몸의 노화를 방지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문장을 포함하는 항목만을 선

정하였다. 선정과정에서 2명의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연

구자들이 상호교차 검증을 하였고, 동의가 되지 않은 항

목은 제외하였다.

기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를 수행하는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Oh & Kim,

2009)은 광고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1994년 국내에서 애

드버토리얼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6년 이전에는 애드

버토리얼의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Kim,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취재기자의 이

름과 광고란이라는 명시가 없으며, 특정 제품들이 단독

또는 복수로 노출되는 경우를 광고로 분류하였다. 그리

고 취재기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내

용이 특정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제품에 대해 평가하는

인터뷰 기사인 경우에는 광고로 분류하였다. 

둘째,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쎄씨』잡지 총

266권에서 노화 관련 기사와 광고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최종 선정된 기사와 광고에 사용된 언어적, 시

각적 텍스트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분석틀은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방법은 1990년대 이후 페어클라우(Fairclough), 워닥(Wo-

dak), 반 데이크(Van Dijk) 등에 의해 구체화되고 발전된

담론 분석 방식이다. 언어학에서 담론(discourse)은 의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언어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뜻

한다. 그러나 현대 문화 연구와 언어학 이론의 접목이 확

대되면서, 문화 연구 영역에서 담론은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 재현, 주장을 담고 있으며(Lee, 2006),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수단으

로 해석되고 있다(Edgar & Sedgwick, 1999/2003).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학, 기호학, 푸코(Foucault),

그람시(Gramsi) 등의 권력, 헤게모니에 관한 이론을 조

합한 방식(Lee, 2006)으로 담론을 단순히 언어적 텍스트

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실재에 의해 구성되며, 사회

적 조건을 생성,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 행위로 본다.

따라서 담론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의미 구조를 생

산하는데, 인간의 기호학적 실천인 담론은 사회적 실재

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

제의 과정을 통해 재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택의 체

계는 권력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론

은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의 권력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의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반영하는 규범과 관습을

만들어 내는데, 비판적 담론 분석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가 담론에 의해 수행되고 완성된다고 본다(Barker & Ga-

lasiński, 2001/2009).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적 실천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이데올로기의 작용, 즉 권력 관계,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밝히는데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이 방식은 담론

이 단일한 의미 체계가 아니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복수의 담론 체계들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담론의 유

형과 변화 양상은 특정 맥락 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거대하고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특정한

문제의식과 특정 맥락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중시한다

(Lee, 2006). 따라서 기존 기호학적 분석 방식보다 상황

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페어클라우는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론으로 3차원 담

론 분석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는 텍스트(text) 차원, 담

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s) 차원, 사회문화적 실천(so-

ciolcultural practices) 차원으로 이루어진다(Lee & Baek,

2013). 텍스트 차원에서는 텍스트의 언어학적 요소를 분

석하는 단계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 문법, 문장 구

조, 문장 연결 방식 등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는 단순히 텍스트 분석뿐 아니라,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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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디어 분석의 경우, 이미지, 지면 배치 등의 시각적

구성 및 영상, 음향 등의 다양한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Choi, 2014).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맥

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의 주체와 과정들에 대한 분석, 또한 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

밀한 고려가 수행된다. 이를 통해, 특정한 맥락에서 생

산되는 담론의 의미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이 이루

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 분석

이 중요한데, 이는 텍스트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

한 장르와 담론들을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풀어내

어 밝히는 작업이다(Fairclough, 1995/2004).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에서는 이데올로기, 즉 담론이 생

산되는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설명(expla-

nation)을 통해 사회 구조와 담론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론을 안티에이징

담론 분석에 적용시켜, 텍스트 차원에서는 안티에이징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나 광고의 언어적 텍스트

의 어휘, 문법, 기호적 작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광고에 포함된 이미지, 지면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도 살

펴보았다. 그리고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잡지라는 맥락, 화장품, 피부 관리,

성형 산업이라는 광고 텍스트 생산자들, 기사와 광고라

는 텍스트 유형 등이 안티에이징 담론의 의미 생성과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

화적 실천의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외모, 노

화, 자기 계발 논리 등에 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제도

적 차원과 안티에이징 담론이 상호연계되는 방식을 고

찰하였다.

IV. 연구결과

1. 20년간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 및 광고 변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쎄씨』에 게재된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 중 본 연구가 선정한 기사는 총 116개

이며, 광고는 총 509개이다. 광고의 수가 기사보다 약 4.4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h and Kim(2009)의 연

구결과와 같이, 여성 잡지에서 광고의 비중과 역할이 매

우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Table 1>은 20년간의 기사와 광고의 빈도수를, 1990년

대 후반, 2000년대 초, 후반, 2010년대 초반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는 2000년

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

지의 시기에서 그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다. 특히 광고

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전 시기의 36개에서

265개로 약 7.4배나 증가했고, 2010년 이후에는 광고의

개수가 200개로 감소했다.

광고 추이의 변화는 안티에이징을 포함한 기능성 화

장품 산업의 확대와 성형과 피부 관리 산업의 성장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Table 2>는『쎄씨』에 게재

된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를 기사의 주제와 광고

의 주체별로 분류하였다. 기사 주제는 피부 관리, 피부과

시술, 성형,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광고 주체는 화

장품, 피부과, 성형외과,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기

타 항목에는 동안 외모를 위한 요가 방법, 한의원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이 포함되었다. <Table 2>를 통해, 안티

에이징 관련 화장품 광고가 199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

가하다가, 200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2000년대 이후 안티에이징 등 기능성 화장품 산업

의 확대가 광고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한국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KHID, 2007, 2014a)에

서 밝혔듯이,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의 전체 화장품 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는 12.9%, 2006년에

는 18.9%, 2009년에는 24.0%, 2013년에는 32.2%로 급

격히 증가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화장품 산업은 여성 대상 잡지의 가장 큰 광고주이며,

전체 잡지 광고 매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2000년대 후반의 경우, 화장품 회사가 전체 잡

지 광고주 중 상위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Korea Magazine Association, 2010). 이를 통해, 화장품

회사들이 패션잡지의 주요 광고주로서, 광고뿐만 아니

라 뷰티 관련 기사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 of articles and adver-

tisements related to anti-aging,『Céci』, 1994-

2016

Year Article Advertisement

1994-1999 5 8

2000-2004 15 36

2005-2009 43 265

2010-2016 53 200

Total 116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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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부과와 성형외과 광고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0~2004년 시기에는 피부과 광고가 5개, 성형외과 광

고가 1개에 그쳤으나, 2005~2009년 시기에는 각각 16개,

105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로 엄격하던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미용성

형 병원들이 마케팅과 광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Kang & Lee, 2014)과 관련된다. 그러나 2010

~2016년 시기에는 피부과 광고가 0개, 성형외과 광고가

7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과

있는 미용성형 광고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

기성 광고로 이어지게 되면서(Yeo, 2014), 2000년 중후

반에는 급격히 늘었던 의료 기관 광고가 줄어든 현상을

반영한다.

2. 안티에이징 담론 분석

화장품 광고 애드버토리얼에 관한 선행연구(Hong, 2012)

의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드버토리얼

은 단신 기사, 기획 기사, 사용 후기형 기사, 유명인 인터

뷰 형식 기사, 전문가 추천형 기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앞서 제시한 기사, 광고의 분류 기준에 따라 기사로 분

류된 경우에도 형식과 내용면에서 기사와 광고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모호한 경우들이 있다.『쎄씨』의 뷰티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제

품에 관한 소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아래의 예와 같이, 명백한 애드버토리얼로 분류

하기 어려운 기사에도 안티에이징 관련 내용과 시판되

는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한 소개가 동시에 포함되고 있

다. <Fig. 1>−<Fig. 2>는 기사 내에서 특정 브랜드와 제

품에 대한 시각적, 언어적 정보가 제시되는 사례이다.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자의 제품 사용기 또는

안티에이징 역사의 키워드로 특정 브랜드에 관한 이미지

와 언어 텍스트를 노출하는 지면 구성 등은 잡지 기사에

반영되는 광고주의 영향력과 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광고 텍스트에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으

로 쓰이는 명령형, 청유형의 서법(Lee et al., 2002)이 기

사에 자주 사용되는 점은, 기사와 광고 텍스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안티에이징 관련 텍스트에

는 이종의 장르적 특성들이 접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그 생산 주체 중 하나인 미용 산업의 산업적 이

해 관계와 전략이 기사와 광고 텍스트라는 장르의 접합

Table 2. Types of articles and advertisements related to anti-aging,『Céci』, 1994-2016

Year

Types

Article Advertisement

Skin care
Dermatologic

procedures

Plastic

surgery
Etc. Skin care

Dermatologic

procedures

Plastic

surgery
Etc.

1994-1999 5 - - - 8 - - -

2000-2004 14 - - 1 30 5 1 -

2005-2009 40 - - 3 136 16 107 6

2010-2016 49 2 - 2 191 - 7 2

Total 108 2 - 6 365 21 115 8

Fig. 1. From now on, it’s time to worry

about neck wrinkles.

From 이제부터 목 주름도 신경 쓸 때 [From now on,

it's time to worry about neck wrinkles]. (2005). Céci,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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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구성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안

티에이징 담론의 담론적 실천 차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텍스트 구성에서의 미디어와 미용 산업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언니로서 충고하건대 여름에는 비비크림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 단, 제대로 골라라” (자차 백단 뷰티 고수 [Sunscreens of

beauty master], 2013, Céci, p. 386)

“부드러운 무스 제형 안티에이징 마스크로 다섯 살은 더 어려

지자” (Trend buy, 2014, Céci, p. 278)

Fairclough(1995/2004)는 비판적 담론 분석 시, ‘텍스트-

담론적 실천-사회문화적 실천’ 차원들이 독립적, 순차적

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비순차적으로 작용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쎄씨』의 기사와 광고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동안 외모 기준의 세분화’, ‘의학, 과학 담

론’, ‘자기 관리 담론’, ‘노화 예방 담론’, ‘동안의 사회적

가치 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노

화 예방 담론’을 제외한 ‘동안 외모 기준의 세분화’, ‘의

학, 과학 담론’, ‘자기 관리 담론’, ‘동안의 사회적 가치 담

론’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담론이다.

Kim(2013a)과 Meang(2014)의 연구는 동안의 기준이

피부, 얼굴 윤곽, 몸매 등으로 다양화, 세분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과학과

의학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의미화하는 ‘의학,

과학 담론’(Ellison, 2014; Kim, 2013a; Smirnova, 2012)

과 일상에서의 자기 관리, 개발을 통한 동안 외모 성취

를 강조하는 ‘자기 관리 담론'(Kim, 2010; Kim, 2013a),

동안 외모의 사회적 경쟁력으로 제시되는 ‘동안의 사회

적 가치 담론’(Kim, 2010; Kim, 2013a)도 또한 선행연

구에서 파악되었던 담론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담론들이『쎄씨』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담론들이 20대 독자 대상 잡지에서는 어

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1) 동안 외모 기준의 세분화

기사와 광고의 텍스트는 어려 보이는 외모의 기준을

의미화 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주요

단어와 어휘를 다루는 텍스트 차원 분석을 통해 동안 외

모 기준의 세분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이상적 외모 기준의 단어는 ‘피부’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Kim, 2013a)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

디어가 강조하는 어려 보이는 외모의 주요 조건은 ‘피

부’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기사와 광고에

서 ‘주름이 없고’, ‘맑고 투명한’ 피부가 이상적 피부로

제시되는 빈도가 높았다. <Table 3>은 어려 보이는 외모

기준을 언급한 기사와 광고량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

다. ‘주름이 없는’ 또는 ‘탄력 있는’ 피부라는 표현이 사

용된 기사는 총 29개이며, 광고는 191개이다. 또한 ‘맑

고 투명한’ 피부라는 언급은 기사 9개, 광고 45개이다.

또한, 어려 보이는 외모를 은유하는 ‘아기 피부’라는 단

어가 사용된 기사가 10개, 광고가 24개이다.

성형외과 광고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피부’가 동안 외

모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이었지만, 2005년 이후, 의료 기

관에 의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피부가 특정 얼굴의 형태

를 동안 외모로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얼굴 형태를

어려보이는 외모로 규정한 기사는 총 4건, 광고는 118건

이다. 이러한 광고의 대부분은 성형외과 광고이며, 대부

분 성형외과 광고가 집중된 2005~2009년 사이에 게재

되었다.

“이마에서 턱끝까지 부드러운 S라인으로 작고 세련

된 동안 만들기”(“옆모습이 예뻐지는 [‘Nose+combined

plastic surgery’]”, 2008), “동안의 조건은 도톰하면서 굴

Fig. 2. Trend keywords 10.

From Trend keywords 10. (2014). Céci,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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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없는 매끈한 이마와 볼륨감이 살아 있는 뒤통수의 아

름다운 조화”(“Trend of plastic surgery”, 2009), “‘V라인

사각 턱 축소술’과 ‘앞광대 성형술’을 통해 입체적이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작은 얼굴로 개선시켜 동안 얼굴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사각 턱 탈출 백서! [A white

paper on escape from square jaw!]”, 2011) 등의 광고 문

구가 그 예이다. 텍스트 차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얼굴

의 형태를 가리키는 어휘의 사용 증가는 동안 외모 기

준의 세분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은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

력 관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얼굴 형태가 동안의 기준

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성형 산업의 발전이라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얼굴 형태의 변형 작업을 수행하는 성형 산

업은 동안 외모 기준 관련 담론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담론적 실천 차원에 해당한다.

이는 미디어 담론에서 몸의 세분화와 이상적 외모의

유형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Choi, 2004)와 유사

한 결과이다. 그리고 높은 연령대의 독자층 대상 잡지

에 대한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동안이 외모 관리의

주요 트렌드로 등장하고, 얼굴 윤곽이 동안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경향(Meang, 2014)이 20대 대상 여성 잡지

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몸

의 의미가 변형 가능한 프로젝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본 연구는 몸의 유동성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의

사회문화적 효과와 확산이라는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학, 과학 담론

의료 기관을 통한 안티에이징 광고의 증가는 ‘미의 의

료화’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화된 피부를 ‘치료’

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피부과 광고가 2000년에 처음 등

장한 이후, ‘치료’라는 단어는 2개의 기사와 22개의 광고

에 사용되었다. ‘주름’, ‘피부 처짐’, ‘잡티’와 같은 피부

노화 현상과 ‘긴 턱’이 치료의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화장품 광고에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

용되고 있다. ‘과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사는 2개,

광고는 23개이며, 화장품 관련 기사와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안티에이징 제품, 시술, 수술이 젊음을 연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의학, 과학에 대한 언급을 통해

뒷받침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화의 의료화’, ‘미의

의료화’라는 흐름이 미디어 담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미디어 담론에서 의학 또는

과학과 같은 전문적 기술이 가지는 기호적 작용에 대한

실증적 사례이다.

Hogle(2005)은 인간의 몸의 형태와 기능을 향상시키

는 기술들이 발전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재의 상황

에서, 치료(therapeutic)와 향상(enhancement)을 구분 짓

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평가하였다.『쎄씨』의 안

티에이징 담론에서도 피부의 노화는 치료의 대상이며,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의 복귀는 전문적이고 의

학적인 기술에 의해 가능하다는 의미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

 

“디올의 과학은 시간과 싸우는 약속입니다” (Dior CAPTURE

ESSENTIAL, 1998, Céci, p. 19)

“아기처럼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부는 당연히 전문가에

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부, 증상별로 콕 찍어 치료하는 테마

피부과 [Theme dermatology to treat by skin and symptom], 2000,

Céci, p. 404)

『쎄씨』에 게재된 23년간의 안티에이징 광고에서 파

악할 수 있는 흐름은 과학, 의학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이

미지 사용의 확대이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에 대한 현

미경 이미지, 화장품 구성 성분에 대한 현미경 이미지,

Table 3. Definition of youthful appearance on『Céci』from 1994 to 2016

Year

Article Advertisement

Wrinkle-free or

resilient skin

Clear and

transparent skin
Face shape

Wrinkle-free or

resilient skin

Clear and

transparent skin
Face shape

1994-1990 3 - - 1 - 2

2000-2004 4 2 - 16 5 2

2005-2009 12 2 - 85 20 105

2010-2016 10 5 4 89 20 9

Total 29 9 4 191 4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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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청진기 등의 치료 도구, 또는 의료 전문인의 사

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Fig. 3)−(Fig. 4). 화장품 용

기 디자인이 형태 측면에서 단순해지고, 색채 측면에서

투명 또는 파랑 계열의 과학적, 미래적 이미지의 색채

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이는

언어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노화의 의료화’, ‘미의 의

료화’ 현상, 그리고 안티에이징 제품의 치료적 측면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 경향

에 대한 분석은 단어나 어휘와 같은 언어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시각적 구성을 포함시킨 다기호적(multisemioric)

분석(Choi, 2014)으로, CDA 분석 차원 중 텍스트 차원

분석에 해당한다.

‘과학’에 대한 언급은 기사보다 광고 텍스트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상품에 권위와

신뢰를 이미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Ellison, 2014). Smirnova(2012)는 안티에이징 광고

에서의 ‘과학’에서 연상되는 ‘혁신’, ‘진보’의 이미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술(magic)’적인 능력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과학’은 안티에이징

제품에 효과와 신뢰성을 더하는 동시에, 불가능의 영역

을 극복케 하는 첨단적, 미래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차원은 의료 산업이 미용

산업과 결합되고, 산업적 이해 관계가 안티에이징 담론

에 반영되는 담론적 실천 차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

리고 노화가 치료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회에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

다.

3) 자기 관리 담론

분석 자료들에는 자기 관리를 안티에이징의 필수 조건

이라고 서술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제기

된 바와 같이, 인간의 몸이 인간의 개입으로 변형 가능한

성찰적 공간이 된 후기 근대적 상황과 연결되며, 동시에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의 노력은 신자유

주의 체제의 특성인 개인의 몸에 대한 통치성(govern-

mentality)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의

심화, 사회적 경쟁의 증가라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신

의 능력을 개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 통치

성은 푸코가 서양 역사에서 발견한 자기에 대한 배려

(care of the self)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기술들

(technologies of the self)과 지배의 기술들(technologies

of domination)이 만나는 접점이다(Martin et al., 1988).

Smirnova(2012)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의 노화를 막

Fig. 3. BRTC MEDI STEM Series.

From BRTC Miracle Blue. (2010). Céci, p. 93.

Fig. 4. Dr. Brandt collagen booster.

From 피부 주치의 Dr. Brandt의 콜라겐 테라피

[Dr. Brandt collagen therapy]. (2010). Céci,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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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

동으로 간주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비롯되는 압박감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보다 외모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이 더욱 크게 느낀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의미의 사회적 공유와 노화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성취를 촉구하는 담론의 확산이라는 사

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생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텍스트 차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쎄씨』에서 노화 예방을 위한 기술들은 매일의 생활

에서 끊임없이 신체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

되는데, 이는 몸에 대한 기술을 적용시키지 않고 몸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꾸준한 자기 점검과 관리를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텍스트적 표현들을 통해 이루어

진다.『쎄씨』의 텍스트에서는 노화 예방을 위한 신체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교정의 필요성, 이를 통해 얻게 되

는 미래의 긍정적 효과 또는 이를 간과했을 때 생길 부

정적 효과 등을 병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매일 매일 피부에 쏟는 작은 노력이 10년 후 같은 나이 또래

에서 당신의 피부를 유독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Miss Whiten-

ing, 2008, Céci, p. 129)

“지금부터 시작하는 똑똑한 관리가 몇 년 후의 아름다운 눈가

를 보장해줄 거예요. 믿어보세요. 세월 앞에선 타고난 미녀보다

노력하는 미녀가 훨씬 경쟁력 있답니다” (반짝반짝 눈가 처세술

[Care for twinkling eyes], 2014, Céci, p. 370)

『쎄씨』의 텍스트의 대부분은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또는 함축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자기 관리의 일

상화를 강조하는 광고와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해당 기사는 25개이며 광고는 20개이다.

“나도 모르게 피부 노화를 부르는 습관... 주름 걱정에 맘껏 웃

지도 못하다니” (벌써부터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 하나요? [Do I

have to worry about anti-aging already?], 2005, Céci, p. 136)

“모델 일과 안티에이징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긴장을 풀

면 안 된다는 것과 노력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 (런웨이 모델의

리얼 뷰티 [Real beauty of runway model], 2009, Céci BEAUTY,

p. 48)

“매일 매일 마사지하는 착한 습관 길들이기” (쭉쭉 펴져라!

목주름 [Spread it straight! Neck wrinkles], 2013. Céci, p. 164)

“아이크림은 스무 살부터 바르세요... 30대 중반이 넘었지만 눈

가가 잔주름 없이 팽팽한 편. 스무 살때부터 꾸준히 바른 아이크

림 덕이라 자신한다” (뱀파이어 미모를 위해 20대부터 시작해야

할 안티에이징 [Anti-aging to start from 20s for vampire beauty],

2016, Céci, p. 264)

특히, 몸으로 체화된 자기 관리를 함축하는 ‘습관’이

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사는 총 23개이며, 광고는 8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안티에이징을 위한 ‘습관’의 습득

또는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는 모두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지만, 광고가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상에서의 생활 방식, 습관을 통한 자기 관

리는 주로 기사를 통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기 관리 담론은 주로 기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

에 다른 담론에 비해 미디어 담론 형성에 있어서의 권

력 관계를 가리키는 담론적 실천 차원의 문제는 분명하

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 제시된 예와 같이, 제

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설득하는 표현들은 미용 산업과

의 연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4) 노화 예방 담론

기사와 광고의 분석을 통해 노화 예방 담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방의 필요

성을 전달하는 기사는 26개이고 광고는 38개다. 텍스트

차원 분석 결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노화 예방

조치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묘사의 병치를 통해 드러나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고 텍스트의 경우, ‘아기’,

‘꽃다운’, ‘재투성이’, ‘쭈글해지는’이라는 비유, 과장, 대

비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 텍스트 내의 긴장이 고조되면

서 노화된 신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극대화된다. 이러

한 텍스트에서 또한 강조되는 의미는 긴장을 늦추지 않

는 관리의 일상화가 20대 여성의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

택이라는 것이다. 일부 텍스트는 투자와 손실이라는 경

제적 논리를 사용하여 노화 예방 행위의 당위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슬픈 얘기지만 아기처럼 뽀얗고 매끄럽던 피부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근깨투성이, 재투성이 신데렐라가 된다” (지

금 크리스챤 디올의 피부 마법이 시작된다 [White magic Dior

snow], 2003, Céci, p. 276)

“꽃다운 나이 스무 살이라구? 그치만 조금씩 조금씩 처지고 쭈

글해지는 내 얼굴, 내 몸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20대 노화, 지금

부터 대처하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스물 한 살의 두

번째 위기, 신체노화 대책반 [The second crisis of a twent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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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body ageing task force], 2000, Céci, p. 330)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 얼굴 예쁘고 직장 좋다. 누구나 부

러워할 만한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에게도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다. 그녀들이 추천한 ‘진

작 알았으면 좋았을걸’하는 결정적 뷰티 노하우!” (한 살이라도 어

릴 때 투자! [Invest when you are young!], 2008, Céci, p. 196)

노화의 진행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보다 높

은 연령대 대상의 잡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

직 노화의 진행을 경험하지 않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쎄씨』의 노화 예방 담론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한 강

조이다. 아직 노화의 진행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잠재

적인 노화에 대해 미리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

지가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방심과 게으름

을 비판하고, 긴장과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피부 밑에 어린 주름이 생기고 있다” (어린

주름부터 미리미리! 라네즈 퓨쳐 에이지 에센스 [Preparing from

young wrinkles! Laneige Future Age Essence], 2005, Céci, p. 26)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아직 주름이 전혀 없

어도 스물 한 살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Every-

day baby skin, 2005, Céci, p. 123)

“과연 눈에 보이는 피부가 전부일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No’

다” (이젠 어린 주름부터 미리 미리! [Now from the young wrin-

kle in advance!], 2005, Céci, p. 242)

“지금 잠시 괜찮아 보일지라도 당신의 피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벽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탄력받은 그녀의

피부 시크릿 [Her secret of skin tightening], 2015, Céci, p. 387)

분석을 통해, 노화 과정에 대한 불안과 예방 노력의

강조를 의미화 하는 텍스트 차원의 문제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자기 관리의 당위

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문제와 연결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실천

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미용 실천을 강조하는 미용 산업

과의 결합이라는 담론적 실천 차원의 문제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5) 동안의 사회적 가치 담론

노화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어려 보이는 외모는 노력

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쎄씨』의 기사와 광고에서 나타나는 동안을 위한 자기

관리, 예방 담론은 동안이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capital)

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Cho(2009)는 IMF 위기 이후,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

에게 있어서 외모 관리가 개인의 역량과 성공을 위한 필

수적 자원으로서 간주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자아의

기술들의 습득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모

관리를 위한 기술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 대한 의

무를 다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으로 보는 시각

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Kim(2013a)

은 미디어가 재현하는 동안 담론에 대한 연구에서 동안

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되며, 권력

의 의미하는 자본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쎄씨』에서도 어려보이는 외모를 ‘경쟁력’, ‘자신감’,

‘당당함’, ‘호감도’의 척도로 정의하는 기사와 광고들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동안의 소유가 사회적 맥락에서 갖

는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안의 사회적 가치

담론을 전달하는 기사는 6개, 광고는 25개다. 특히, 기사

에 비해 광고에서 동안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빈도

가 높은 이유는, 동안이 긍정적 자원으로 간주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효과를 사회적 가치

의 상승으로 의미화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작고 어려보이는 동안을 선호하는 요즘 주걱턱은 길고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형이라 시쳇말로 비호감적인 얼굴형으로 인식

되고 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얼굴형으로 거듭나기 [Being born

to an envious face], 2006, Céci, p. 339)

“‘10년 젊게 보이기’는 자신의 매력과 호감도 기준을 올려주는

최고의 엑셀레이터이며, 사회 생활의 기술이 된다” (안티-에이징

을 원한다면 당신의 기초 케어를 재점검하라! [If you want anti-

aging, re-check your basic care!], 2008, Céci, p. 362)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이 경쟁력인 이 시대” (Clarins No. 1

Anti-aging solution, 2013, Céci, p. 346.)

이러한 어휘적 표현의 분석에 기반한 텍스트 차원 분

석을 통해 동안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젊은 외모가 경쟁력의 지표가 된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경쟁력 향상을 광

고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미용 산업의 전략이라는 담

론적 차원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동안의 소유가 사회

적인 이점이라는 의미화와 더불어, 동안을 위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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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과 필요성은 20대 여성이 선망하는 성공한 커리

어 우먼들이나 연예인들이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아직 노화를 경험

하지 않는 독자들에게 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성공한 커

리어를 가진 멘토를 통해 메시지에 호소력을 부여하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10년 동안 ‘아름답다’라는 찬사를

독점해온 톱스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녀들의 특별

관리법은 20대인 당신도 지금부터 따라 해볼 만한 습관들이다”

(더 어려진 여배우의 안티에이징 비밀 [More younger actress's

anti-aging secrets], 2005, Céci, p. 257)

“20대 오피스 리더들과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와 피부를

지닌 ‘동안’ 뷰티 멘토가 함께한 안티에이징 뷰티 토크” (Anti-

aging beauty talk, 2013, Céci, p. 278)

V. 결 론

인구의 고령화와 외모 관리의 중요성 증가라는 사회

적 흐름과 더불어 신체노화의 방지를 의미하는 안티에

이징은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이

는 노화를 경험하는 세대에만 한정되었던 몸의 노화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이 아직 노화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에까지 확장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화와 안티에이징에 관한 담론이 매우 광

범위하게 확산되어있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

락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

에, 20대 여성 대상의 패션잡지인『쎄씨』를 통해 안티에

이징 관련 산업과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고, 안티

에이징 담론을 비판적 담론 분석 방식으로 고찰하여 안

티에이징 담론이 구성되고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

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안티에이징 관련 기사와 광

고의 빈도의 분석을 통해, 안티에이징 관련 산업과 담

론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티에

이징 관련 기사와 광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화와 대

비되는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이 의미화 되고 세분화 되

는 방식이 드러났다. 또한, 의학, 과학 담론, 자기 관리

담론, 노화 예방 담론, 동안의 사회적 가치 담론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비가시적, 잠재적 노화에 대한 경각

심과 예방을 강조하는 방식, 또한 동안의 사회적 가치

를 멘토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티에이징 담론의 특징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텍스트 분석은 안티에이징 담론

의 담론적 실천 차원의 해석과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설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사의 광고의 경계가 모호한

텍스트 구성 방식, 노화를 치료, 과학의 대상으로 의미화

하는 방식, 그리고 ‘피부’ 이외에도 얼굴 형태를 동안의

조건으로 정의하는 텍스트들은 한국의 화장품, 미용 산

업의 성장이라는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없는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실천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생산, 전달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경쟁력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한 자기 계발이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여성 대상 영패션잡지가 1990년대 이후 급

격히 성장한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미용 산업의 상업적

메시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티에이

징과 관련한 여러 담론들의 접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외모, 젠더, 개인

의 사회적 경쟁력이라는 여러 층위를 가로지르는 한국

사회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안티에이징 담론과 연계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

화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거시적 맥락이 개인

의 미시적 일상의 실천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는『쎄씨』라는 잡지라는 대상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20대 여성 대상의 안티에이징 담론에 대한 보

다 폭넓은 조망을 위해서는 다른 잡지 또는 TV 등의 다

른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다른 연령층 대상의 담론과의 비교 분석을 통

해 안티에이징 담론의 다양한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 연구의 흐름은 개개인의 행위자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담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닌, 주

체적인 성찰과 재정의를 하는 존재로 보고, 담론을 수용

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자에게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Barker & Galasiński, 2001/2009; Lee, 2006).

따라서 안티에이징 문화 연구에 있어, 소비자들이 안티

에이징 담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

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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