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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traditional aesthetic criterion changed with a new makeup culture that followed the social change

caused by modernization. Such transitional features are well seen in the cosmetic advertisements of the

1920's and 1930'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criteria changes of makeup culture

at this period, this thesis analyzes cosmetic advertisements carried in newspaper media of the 1920's and

1930's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after the late 1920's, more diverse tones were

used for face-powder makeup, collapsing the visual, powder-focused makeup which had been considered

criteria for beauty, in combination with smelling and tactile senses such as scent or touch. Domestic make-

up had the highest value attached to basic skincare in terms of the aesthetic effect via powder makeup; how-

ever, Japanese makeup still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lor. Besides, particular facts were found as to social

significance of makeup acts such as powder users' age group, safety, superiority and rivals of products, and

appeal for makeup popularization. This thesis demonstrates how traditional female beauty appears in pow-

der advertisements in the modern period and how it is related to present-day female beauty.

Key words: Cosmetic advertisement, Makeup culture, Baekbun (白粉, Face pawder), Skin care, Feminine

beauty; 화장품 광고, 화장문화, 백분, 스킨케어, 여성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전근대에서 근대를 지나 현

대에 이르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확대

된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추구는 때로 한 시대의

사회상을 특정 짓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 즉 여성미의 기준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한다. 이러한 예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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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메이지시대 이전부터 성인여

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성행하였던 흑

치관습이 근대화를 통하여 여성미의 기준이 변화함으

로써 결국에는 악습으로 규정되어 사라지게 된 예도 있

다. 현대 일본여성에게 있어서 흑치는 기피의 대상임에

틀림없으나 근대 이전의 일본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나 문화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자기표현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미적 기준의 변화는 화장문화의 변화로 이어

졌으며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

면이 아닌 내면에서 추구하였는데, 특히 부덕(婦德)이

강조되어 부용(婦容)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이

라고까지 정의되었다(Lee, 2013). 이에 따라 진한 화장은

금기시되었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엷은 화장을 즐겨하

였다. 개항 이후 근대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이 시

작되고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참여가 촉진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통적인 화장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

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신여성들에게는 전

통화장이 아닌 신식화장이 여성미의 기준 또는 적어도

자기표현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당시의 화장품 광고이다. 흔히 광고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시기의 사

회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광고 분석이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화장문화가

1920~1930년대의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신문매체

에 등장하는 화장품 광고를 대상으로 향장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변화와 맞물린 우

리나라 여성들의 미에 대한 인식 및 화장문화의 변화상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1920~1930년대의 여성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신문매체에 게재된 화장품 광고 중 백분

류 광고에 사용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시기적으로 1920년대는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화장품 광고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로, 당시 조선의 전

통적인 화장문화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장문화

를 수용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 1930년

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근대

적인 화장문화가 정착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분석 자료의 수집은 당시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동

아일보』에서 추출하였다.『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4월 1일 창간하여 1940년 8월 11일 폐간된 신문

으로, 여성잡지『신가정』을 발간하는 등 일찍부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매체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잡지의 경우는 1920~1930년대

의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발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신문매체라고 하는 연속성 있는 사료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잡지에서 분석 자료를 추출하였을 때 발생하는 또 하

나의 문제점은 해당 잡지 편집부의 기조가 전체적인 내

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잡

지『신여성』의 경우 당시 조선의 여성들에게 새롭게 생

겨난 근대적인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또한 Research Machine

‘Suyu+Trans’(2005)는 “1920년대의 <신여성>에는 화장

법 소개 같은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화장

에 대해 허영이니 사치니 하면서 비난을 쏟아부었을 뿐

이다”(p. 71)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신

여성』의 광고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로 비쳐질

수 있으나, 실제로 1920년대의 화장품 광고를 보면 여러

곳에서 <Fig. 1>−<Fig. 2>와 같이 “화장하는 방법”에 대

한 소개가 등장한다. 즉 잡지의 특정한 입장에 따라 실

제의 사실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서의 양적인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Lee and Kim(2007)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잡지인『신가정』과 일본의『주부의 벗(主婦の友)』을 비

교하여 각각의 여성미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분석 자료로 사용된『신가정』의 화장품 광고 수는 잡지

가 발간되었던 1933년 1월부터 1936년 9월까지 총 78개

에 불과하였다. 또 1920~1930년대에 걸쳐 가장 발행 호

수가 많은 잡지인『신여성』의 광고 면에 실린 화장품 광

고는 약 4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광고를 통하여 화장문화와 여성미에 대한 유의미한 분

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잡지보다 신문광고를 대

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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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매체에 실린 화장품 광고는 대부분 일본에

서 들어온 일본산 화장품(이하 ‘일본화장품’) 광고가 주

를 이루었으며(Shin, 2002) 그 중 일부에는 조선인이 경

영하는 재래의 토착화장품(이하 ‘국산화장품’) 광고도 등

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수집한 자료도 시대적 특성

상 일본화장품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국산화장품

광고는 많지 않다. 국산화장품 중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

은 1916년에 제조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상표등

록을 한 박가분(Shin, 2002)과 1920년대 초반 광고 빈도

수가 높은 설화분, 그리고 1930년대의 삼호화장품이다.

일본화장품 광고로는 당시 일본의 양대 화장품 회사였

던 나카야마타이요도[中山太陽堂]의 구라부(クラブ)와

히라오산페이쇼텐[平尾賛平商店]의 레토(レート), 그리

고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가 나타나는 이토코초

엔[伊東胡蝶園]의 미소노[御園],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가 나타나는 구보마사키치쇼텐[久保政吉商店]의 우

테나(ウテナ)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회사들이 광고한 제

품들의 종류를 보면 비누[石鹸], 치약[歯磨粉, 또는 歯磨],

백분(白粉), 크림(クレーム, 또는 クリーム), 향유(香油, 또

는 ポマード(포마드)), 향수(香水) 등 다양하다. 1910년대

의 화장품 광고에서는 당시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던 비

누가 상대적으로 광고량이 많았는데(Mha, 2004), 이후

점차적으로 백분류와 크림류의 광고가 증가한다. 본 연

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범위에 한정해서 보면, 1920년대

와 1930년대를 통틀어 가장 그 횟수가 많은 것은 백분류

광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백분류의

광고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크림류 및 기타 화장품 광고

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이다.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Table 1>

과 같다. 단,『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전체 기

Fig. 1. CLUB Baekbun (I).

From クラブ(구라부)白粉

[CLUB Baekbun].

(1924).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 A makeup method of getting beautiful

from a makeup method of getting beautiful.

From 아름다워지는 화장법 [A makeup method of getting beautiful from

a makeup method of getting beautiful.]. (1925). p. 6.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1. Number and period of Baekbun advertisements by cosmetics company of having been published in

『Dong-A Ilbo』from the 1920s to the 1930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Parkgabun - 8 8 - - 4 11 10 7 4 6 - - - - - - - - - 58

Seolhwabun 15 7 - - - - - - - - - - - - - - - - - - 22

Samho - - - - - - - - - - - 13 - - 4 9 1 1 - - 28

Club - 7 41 43 38 20 14 17 12 7 3 6 13 10 3 4 - 6 2 2 248

Reto - - 13 - 15 1 12 24 20 - - 7 24 31 17 - - - - - 164

Misono - - - - 6 33 29 47 30 - - - 4 - 1 - - - - - 150

Utena - - - - - - - - - 3 21 13 13 15 17 11 2 3 1 - 99

Total 15 22 62 43 59 58 66 98 69 14 31 40 54 56 43 25 3 10 3 2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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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총 4회(1920.09.25.~1921.01.10., 1926.03.07.~1926.

04.19., 1930.04.17.~1930.09.01., 1936.08.27.~1937.06.02.)

에 걸쳐 총 569일간의 정간 처분을 당하였는데(Chung,

1990),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는 수집대상에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이 기간 중『동아일보』에 실린 각 업체별 화장

품 광고 총수는 박가분 58건, 설화분 22건, 삼호화장품

119건, 구라부 1,187건, 레토 511건, 미소노 284건, 우테

나 363건으로 총 2,544건의 광고가 있었으며 이 중 백분

광고는 총 769건이다.『동아일보』창간 초기는 국내 광

고주에 의한 광고가 많았던 시기인데(Chae, 2003), 국내

의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만큼 광고의 양은

제한적이다. 또 1930년에는 약 5개월간, 그리고 1936년

말부터 1937년에 걸쳐 약 9개월간『동아일보』의 강제 무

기 정간으로 광고의 양이 대폭 감소하였다(Shin & Seo,

2011). 이후 1937년부터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화장품

등이 사치품으로 규정됨으로써 10%의 물품세가 과세되

는 등 화장품 산업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따라서 광고의

양도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신문매체에 실리는 광고들은 그 목적이나 형태에 따

라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백분 광고가 아닌

기사형 광고, 기업 광고, 타이업(Tie-up) 광고, 행사 광고

(현상 또는 공모)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광고에 사용되는 텍스트의 특징

인쇄매체에서의 광고는 크게 비주얼 중심의 시각자료

와 언어 중심의 텍스트 자료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시각자료가 간접적이고 감성적이며 은유적 표현인데 비

하여 텍스트 자료는 보다 직접적이고 이성적이며 구체

적인 표현 형태를 띤다(Lee & An, 2006). 즉 시각자료는

추상적이며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텍

스트 자료는 보다 명시적이며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광고에 있어서 시각기호가

언어기호에 비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보다

큰 효과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광고를 대상으

로 각 시대의 사회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던 Kim and Lee

(2006), Lee and Oh(2008), Oh and Kim(2014) 등 선행연

구의 대부분은 광고의 일러스트 및 사진 등을 분석 자료

로 삼고 있으며 언어기호, 즉 광고 텍스트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Lee & An, 2006). 향

장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도 시각기호의 분석을 통

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각적 요소들이 광고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광고에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

표현의 중요성 또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Koo,

2002).

Römer(as cited in Oh, 2003a)에 따르면 광고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적 성분들은 주로 무수히 많은 최상의 가

치를 지닌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 시

대의 화장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가 추구했던 최상의

미적 가치 및 미의 기준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화장품 광고 텍스트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 Shin et al.(2017)에서는 20대

여성잡지의 광고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안티에이징 담

론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Won(2012)

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화장품 광고 텍스트를 비교분석

하여 제품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의 차이를 규명하

는 등 유의미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2. 광고 텍스트의 유형화

언어행동적 관점에서 광고 텍스트의 기능에 대하여 분

석한 Flader(as cited in Oh, 2003b)는 광고가 갖는 호소적

기능을 크게, 광고 수용자에게 광고 대상을 권유하여 선

택을 유도하는 추천(Empfehlung)행위, 규정(Präskription)

·보장(Versicherung) ·판단(Beurteilung) ·제시(Präsenta-

tion)의 형태로 해당 제품의 특정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Behauptung)행위, 그

리고 광고에서 수행되는 명령적인 성격의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언어행위인 요구(Aufforderung)행위로 분류하였

다. 이 중 주장행위란 구체적으로 광고 수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규정) 해당 제품(제시)이 갖고 있는 품

질이나 속성(판단)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보

장)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 <Fig. 3>

−<Fig. 4>의 박스 안의 텍스트 내용과 같이 “舶來品을凌

駕하는優良國産品”(판단)이나 “구라부白粉을”(제시), “바

르시면”(규정), “당신의얼골은決코것칠거나벳헤걸지안

슴니다”(보장)와 같은 광고 문안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대 시기의 화장품 광고에 사용된, 향장학적

으로 특정한 가치를 갖는 텍스트를 추출하여 유형화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의 <Table 2>는 Flader(as cited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3, 2018

– 548 –

in Oh, 2003b)의 주장행위에 속하는 판단 ·보장 ·제시 ·규

정 등의 네 가지 항목에 광고 수용자 항목을 보완하여 각

각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가치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다. 예를 들어 광고 텍스트에 사용된 ‘부인’이라는 용어

는 광고 수용자를 나타내며 백분 사용자의 연령층을 알

수 있다는 향장학적 가치를 갖는다. 또 ‘무연’이나 ‘안전’

은 광고주의 자사 제품에 대한 판단행위로, 당시의 백분

의 안전성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밖에도 ‘향’, ‘색’, ‘주름’ 등 해당 제품을 사용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화장효과에 대한 보장행위와 관련

된 텍스트는, 당시 여성들이 지향하는 미적 가치를 명확

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근대 시기 백분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특징

1. 광고 수용자의 연령층이 갖는 사회적 의의

백분 광고 텍스트에서 광고 수용자, 즉 백분 사용자의

연령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용어로는, 중년층을 가리

키는 ‘부인’, ‘마님’, ‘어머니’, 청년층을 가리키는 ‘젊은

이’, ‘학생’, ‘아가씨’, 유년층을 가리키는 ‘아기’, ‘유아’,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여성’, ‘미인’, ‘려

인(麗人)’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서 볼 때 백

분은 중년층에서 유년층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이나 각 단어들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년

층이 가장 일반적인 백분 사용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연도별로 나열하면 <Table 3>과 같다.

각 연도별로 백분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백분 사용자

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중년층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반면 1929년

부터 청년층과 유년층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

작하였으며, 1931년부터는 특정 연령대가 아닌 여성 전

Fig. 3. CLUB Baekbun (II).

From クラブ(구라부)白粉

[CLUB Baekbun].

(1925).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4. CLUB Baekbun (III).

From クラブ(구라부)白粉

(백분) [CLUB Baekbun].

(1925). p. 4.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2. Classification based on a value type in the Baekbun advertisement text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Specific values Texts of having been used

Advertising

audience
Age group Madam, Noble-woman, Student, Young lady, Maiden, Toddler, Woman, etc.

Judgment

action

Social significance

(Safety)
Leadless, Safety, Lead poisoning, Lead, Hygiene, etc.

Social significance

(Contemporary character)
Essential, Culture, Trend, Hosang (好尚), Modern, The newest, Science, Progress, etc.

Product superiority

(Authority)

Patent, Interior Department, Government general, Competitive exhibition, Expert scho-

lar, etc.

Product superiority

(Comparison)

Foreign-made goods (imported goods), Occident, Joseon, Japan, Home-manufactured,

Ours, ect.

Product superiority

(Science)
Science, Medicine, Molecule, Hormone, Titanium, Colloid, etc.

Guarantee

action
Aesthetic value

Effectiveness, Effect, Efficacy, Action, Skin, Flesh, Scent, Color, Touch, Shine, Wrinkle,

Freckle, Blemish, Pimple, Oil, Fat, etc.

Presentation

action

Product name Seolhwabun (雪花粉), Parkgabun (朴家粉), Samho (三好), Club, Reto, Misono, Utena

Baekbun type Bunbaekbun (粉白粉), Goryeon (固練) baekbun, Yeonbaekbun (煉白粉), etc.

Regulation

action

It is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of being the expression that provides (verb) the advertising audiences' beh-

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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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가리키는 단어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백분 사용자 연령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가씨도마님

도어여신분은 다이 구라부白粉”<Fig. 5>과 “아기들적

부터優秀한御園化粧品으로고르게맨든살은나이를먹어

도特히아름다웁고健康합니다”<Fig. 6>와 같은 광고 텍

스트에서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이나 유년층에 대

해서까지도 화장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의 <Fig. 7>에서와 같이

일러스트를 통하여 청년층 또는 유년층의 사용을 유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백분 사용자 연령층의 변화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비 주체로 성장

하는 시대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Suh(2013)는 1920~

1930년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직업부인’

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하였는데,『신여성』1933년

12월호에서는 타이피스트의 한 달간 지출현황을 표로 제

시하면서 당시 타이피스트의 월급이 약 30원이었으며 이

중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1원 50전을 지출하였음을 보여

준다(Kim, 2005). 당시 일등미 80kg 쌀 한 가마니가 약 4원

44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경제단상>쌀값,옛날과 지

금 [<The price of rice>The old days and now]”, 1994) 고

가의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직업

부인’ 계층의 확대가 백분 광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국산백분과 일본백분

의 광고에 나타나는 백분 사용자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

의 차이이다. 다음의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산백분은 일본백분에 비하여 사용자를 중년층으로 상

정하여 광고하고 있는데, 국산백분 광고가 전통적인 화

장문화를, 일본백분 광고가 근대적인 화장문화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고 상정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전통적

인 화장문화와 근대적인 화장문화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관

점에서의 젊은 여성들의 화장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

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여

겨졌는데, 이러한 시각은 잡지『부인』이나『신여성』의

칼럼 ‘색상자’에도 잘 나타나 있다(Research Machine

‘Suyu+Trans’, 2005). 즉 근대적 화장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입장이 국산백분 광고에 그대로 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백분 사용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중 연령에

Table 3. Advertising audiences' age brackets shown in Baekbun advertisement text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Middle age 15 9 24 14 20 22 12 10 13 5 6 0 0 2 6 0 0 2 1 0 161

Youth 0 1 0 0 0 0 0 0 2 1 1 0 7 9 3 0 0 1 0 0 25

Childhood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5

Generic term 0 0 0 0 1 0 0 0 2 1 9 19 17 40 26 3 1 1 0 0 120

Total 15 9 24 14 21 16 12 10 21 7 15 19 24 51 35 4 1 4 1 0 311

Fig. 5. CLUB Baekbun (IV).

From 구라부(クラブ)白粉

[CLUB Baekbun].

(1929.). p. 5.

http://newslibrary.naver.com

Fig. 6. Misono Baekbun (I).

From 御園[미소노]白粉(백분)

[Misono Baekbun].

(1929). p. 5.

http://newslibrary.naver.com

Fig. 7. Misono Hana.

From 御園の花

[미소노노하나] [Misonono 

Hana]. (1929). p. 4.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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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여성’이 71회로 사용빈도

가 가장 많았는데 ‘여성’과 개념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

진 ‘여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2. 백분의 안전성이 갖는 사회적 의의

근대 초기의 백분화장에 있어서 안전성은 가장 큰 이

슈였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주장은 광고주로서는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판단행위 중 하나였다. 당시 일본으

로부터 유입된 백분은 연백분(練白粉)이라고 불리는 것

으로 피부에 대한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납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분(鉛白)의 위험성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1904년 미소노에서 무

연백분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부착력 면에

서 연분을 대체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함연백분에 대

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백분에 납성분의 사용을

금지한 1900년의 유해착색료사용금지규칙[有害着色料

使用取締規則]은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업체로부터의 요

구에 의해 유예기간을 갖다가(Ishida, 2004) 1934년 12월

부터는 제조금지, 1935년 12월부터는 판매금지가 실시되

었다. 1920~1930년대의 백분 광고에는 이러한 사회적 상

황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 분석 결과 안전성과 관

련된 단어들은 총 515회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Table 5).

백분 광고 텍스트에서 안전성과 관련 있는 명사는 ‘무

연’, ‘연독’, ‘연분’, ‘납’, ‘위험’, ‘안전’ 등 모두가 납성분

과 관련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Fig. 8>에서의 “純白無

鉛”과 같이 표제부에 등장하거나 또는 본문 속에서 함연

백분(含練白粉)에 의한 뇌막염을 경고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함연백분의 제조판매가 완전히 금지된 1935년부터는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모든 백분류에 납성분이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연백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제품의 장점이 될 수 없었다. <Table 5>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초반부터 ‘무연’과 관련된 텍

스트가 급감하여 1936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

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함연백분을 제조판매하였던 박가분이

납중독 문제 등으로 1937년에 자진 폐업을 하게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Chae, 2003).

이 무렵부터 함연백분에 대한 제조판매금지가 전면적

으로 실시되었던 이유로는 1916년에 발견된 이산화타이

타늄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산화타

이타늄은 현대의 백분류에도 사용되는 백색착색료로 당

시 연분[鉛白]의 부착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주목

받았는데, 1930년대 초중반부터는 드디어 화장품에도 응

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사범위 내로 한정해서 보

면, 1931년의 우테나 백분 광고에서 최초로 이산화타이타

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후 “明朗한近代美를

만드는 御園チタニューム白粉”<Fig. 9>에서와 같이 미

소노나 구라부 백분에서도 ‘이산화타이타늄’이 광고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이외에 안전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단어로 ‘위생’을

들 수 있다. ‘위생’은 이미 1910년대 비누나 치약의 광고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였는데<Table 6>, “참으로衛生에

適合하야순순한自然의健康美를發揮함니다”<Fig. 10>와

같이 위생과 건강, 또는 위생과 납중독을 관련지어 주장

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3. 화장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의

화장품 광고에는 화장행위가 갖는 사회적인 의의에

대하여 호소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대중화 또는 일반화

를 도모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소비수

요의 확대를 지향하는 광고주로서는 중요한 판단행위

Table 4. Advertising audiences' age groups in Baekbun advertisements (Comparison between the domestic-made

and the Japanese-made)

Middle age Youth Childhood Generic term Total

Domestic Baekbun 76 1 0 2 79

Japanese Baekbun 85 24 5 118 232

Total 161 25 5 120 311

Table 5. Texts related to the riskiness of lead poisoning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Leadless 0 8 4 31 44 51 80 140 88 3 12 29 20 4 1 0 0 0 0 0 515



1920~1930년대 백분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최상의 가치-전통미와 근대미의 과도기적 대립을 중심으로-

– 551 –

이다. 이러한 사회적 의의나 시대적인 상황을 부각시키

고자 당시 자주 사용된 단어로는 ‘필수’, ‘문화’, ‘유행’,

‘호상(好尚, 기호, 유행)’이나 또는 ‘현대’, ‘근대’, ‘최신’,

‘진보’, ‘시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모다流行의中心”

<Fig. 11>, “꽃피는時代도 化粧을잘못하면 無意味지오”

<Fig. 12> 등에서와 같이 화장행위 자체가 근대화된 여성

에게 있어서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슬로건은 1920년대 초기의 주요한 이슈였으며 1930년

대로 이행하면서 점차로 약화되어 갔다(Table 7).

시대에 대한 언급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백분 광고

텍스트에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레

−도의魅力!現代的明朗한化粧美!三四年女性은謳歌합니

다”<Fig. 13>에서와 같이 1933년부터 1936년까지 구라

부 2회, 레토 7회, 우테나 3회의 백분 광고 텍스트에 연도

가 사용되었는데, 연도를 사용한 광고는 오직 이 4년간

뿐이며 이밖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

기에 여성들의 백분화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인 변

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일

Fig. 8. CLUB Baekbun (V).

From クラブ(구라부)白粉

[CLUB Baekbun].

(1922a).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9. Misono Baekbun (II).

From 御園チタニューム白粉

[Misono Chitanyūmu Baekbun].

(1933).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0. Misono Baekbun (III).

From 御園[미소노]白粉(백분)

[Misono Baekbun].

(1926). p. 5.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6. ‘Hygiene’ in Baekbun advertisement text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Hygiene 0 7 32 17 6 4 9 37 30 0 0 0 0 0 0 0 0 0 0 0 142

Fig. 11. Shin Misno 

Subaekbun (I).

From 新御園[신미소노]

水白粉(수백분)

[Shin Misono Subaekbun].

(1927).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2. Utena Eri

Goryeon Baekbun.

From ウテナ(우테나)エリ固練白粉

[Utena Eri Goryeon Baekbun].

(1935).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3. Reto Baekbun (I).

From レート(레−도)白粉

[Reto Baekbun].

(1934). p. 5.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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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에서는 중소상공업자를 구

제하기 위하여 1932년 상업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쿄

화장품도매업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933년에는

일본 내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경기 호황을 맞

은 일본 내 화장품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난매

(亂賣)라고 불릴 정도로 화장품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였

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일본의 화장품 업체가 공동으로

협정가격을 체결함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었다

(Ishida, 2004). 여기에 만주국 사건의 결과 일본이 국제연

맹에서 탈퇴하고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즉 1933년

무렵부터 수년간 일본의 화장품 업계는 근대 시기 중 가

장 큰 호황기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

계에 접어들었으며, 또한 일본이 서구열강에 대하여 배

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짙어졌던

시기인 것이다.

화장행위의 사회적 의의를 호소함에 있어서 국산백분

과 일본백분의 광고에는 차이가 보이는데, 다음의 <Ta-

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백분에 비하여 국산백분

은 이러한 사회적 의의를 호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둔

감했음을 알 수 있다.

4. 제품의 우월성 표현이 갖는 사회적 의의

상업 광고에서는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

해서 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

을 주장하거나 타 제품과의 비교, 또는 기술력 등을 제

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1920~1930년대의 백분 광고

에서도 이러한 판단행위의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專賣特許’나 ‘內務省’, ‘商工省’, ‘總督府’, ‘京

畿道 衛生課’ 등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위생시험을

통한 인증, ‘品評會’에서 수상한 경력, ‘專門의 學者’나

‘博士’로부터의 추천 등을 내세워 제품의 권위를 강조

한다. 이 중 함연백분을 판매했던 박가분의 경우는 공적

인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京城

生産品 品評會審査長 工學博士三山喜三朗氏의 審査賞

狀을受한”<Fig. 14>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제품의 신뢰

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백분 제조기술을 주장하기 위하여 1920년대 초

기에는 “最新科學이生한理想의白粉”<Fig. 15>과 같이

‘과학’, ‘의학’, ‘화학’ 등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들

이 주로 사용된 데 비하여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東

洋人의살바탕에最適한理想的인分子의微細! 科學的製法

에依한品質의保證!”<Fig. 16>에서와 같이 ‘분자’, ‘호르

몬’, ‘티타늄’, ‘콜로이드’ 등의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타난다. 이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9>와 같다.

이 외에도 경쟁제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舶

來品을凌駕하는優良國産品”<Fig. 3>에서와 같이 ‘박래

품(舶來品, 수입품)’, ‘구미(欧米, 유럽)’, ‘○국’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수입품을 경쟁제품으로 상정한 광고는 대략 1920년 말

까지 지속되는데, 그 후의 백분 광고에서는 ‘조선’, ‘일본’,

‘우리’, ‘국산’과 같은 단어들이 1920년대에 비하여 상대

Table 7. The social significance of makeup behavior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Culture 0 16 93 29 24 2 12 3 9 0 2 2 12 13 6 1 0 0 0 0 224

Period 0 9 55 28 7 14 3 1 14 2 3 5 11 19 16 15 4 4 0 0 210

Total 0 25 148 57 31 16 15 4 23 2 5 7 23 32 22 16 4 4 0 0 434

Table 8. A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Baekbun and the Japanese Baekbun in the social significance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Culture
Domestic-mad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Japanese-made 0 17 94 29 24 2 12 3 9 0 2 2 12 13 6 0 0 0 0 0

Period
Domestic-made 0 0 0 0 0 0 0 0 0 0 0 2 0 0 4 9 3 2 0 0

Japanese-made 0 9 55 28 7 14 3 1 14 2 3 3 11 19 13 6 1 2 0 0

Total 0 26 149 57 31 16 15 4 23 2 5 7 23 32 23 16 4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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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주 등장한다(Table 10). 이것은 당시 국내 화장

품 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일본화장품 업체들이,

1920년대 초기에는 서구의 수입화장품과 경쟁관계에 있

다가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국내에서 제조된 국

산제품과 경쟁하는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백분 광고의 일러스트

에 나타나는 여성의 복식 형태이다. 광고 일러스트에 대

한 자세한 논의는 미루기로 하나, 구라부와 레토의 백분

광고의 경우 1920년대 초반에는 기모노와 양장이 사용

되다가 1920년대 중후반부터 한복이 등장하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된다. 물론 일러스트

에 한복을 사용한 것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국한문 혼

용체 신문의 경우에 한정되며<Fig. 17>『조선신문』이나

『조선시보』와 같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신문

에서는 구라부 백분, 레토 백분 모두 기모노나 양장 일

러스트가 계속 사용되었다(Fig. 18). 즉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본의 백분 회사들이 서구의 수입백분에서

국산백분으로 경쟁대상을 바꾸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당시 조선의 국산백분 회사들은

“조선사람은조선것을아모조록만니씁시다”<Fig. 14>, “舶

來品보다 斷然優秀! 東洋더욱이 朝鮮人의살에 맞도록맨

든水白粉”<Fig. 19>과 같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여 민족주의 또는 물산장려운동에 보조를 맞춘 백분 광

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백분 회사들은 “레−도의

獨創인朝鮮式장ㅅ분!”<Fig. 20>과 같이 ‘조선’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國産無鉛白粉의嚆矢로安心하고

愛用할수잇고少量으로잘올르는極히利되는白粉” <Fig.

21> 등에서와 같이 광고 문구에서 일본색을 지우고자 하

Fig. 14. Parkgabun (I).

From 朴家粉(박가분)

[Parkgabun].

(1923).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5. CLUB Baekbun (VI).

From クラブ(구라부)白粉

[CLUB Baekbun].

(1922b). p. 6.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6. Utena Bunbaekbun.

From ウテナ(우테나)粉白粉

[Utena Bunbaekbun].

(1934). p. 1.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9. The Expression of product superiority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Authority 0 17 23 6 22 2 5 0 0 0 2 12 6 6 4 0 0 0 0 0 105

Abstraction 0 3 13 8 2 6 1 0 0 0 1 2 1 1 1 0 0 2 0 0 41

Concreteness 0 0 0 0 0 0 0 0 0 0 4 4 8 0 0 8 0 8 2 2 36

Table 10. The comparative expression with competitive products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Imported 0 0 0 7 13 9 3 3 5 0 1 0 0 0 0 0 0 1 0 0 42

Joseon 0 0 4 0 0 0 3 6 0 0 0 15 36 0 3 0 0 0 0 0 67

Ours 0 0 0 0 13 9 4 5 7 5 2 2 9 13 7 8 0 1 0 0 85

Japanese-made 0 0 0 5 2 0 0 1 0 0 0 1 6 10 6 3 0 2 0 0 36

Domestic-made 0 0 0 0 0 0 0 2 0 0 0 2 0 5 0 0 0 0 0 0 9

Total 0 0 4 12 28 18 10 15 12 5 4 18 51 23 16 11 0 4 0 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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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Lee & Oh, 2008). 광고 일러스트로는 ‘기모노’만을,

광고 텍스트로는 ‘일본’만을 사용했던 우테나 백분을 제

외하면, 일본백분 광고에 ‘조선’, ‘우리’, ‘국산’이라는 단

어는 총 124회, ‘일본’은 총 13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드러난다. 참고로, 당시 사용

되던 ‘국산’이라는 용어는 근대 시기의 국가주의적인 개

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실제로는

‘일본의 제품’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 ‘일본’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을 업체별로 정리

한 것이 <Table 11>이다.

IV. 근대 시기 백분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미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시기의 백분 광고 텍

스트에는 다양한 형태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문화

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마찬가지로 화장행위를 통

하여 완성하고자 하였던 당시의 여성미와 관련된 텍스

트들도 백분 광고에 등장한다. 당시의 백분 제조업체들

은 백분화장의 효과에 대한 보장행위로써 ‘효력’, ‘효과’,

‘효능’, ‘작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1920년대의 백분 광고가 추상적으로 화장효과를 주장

한 데 비하여 1930년대에는 “白粉을씻어버린뒤에도살에

榮養分이남아잇서속살까지히여지는特殊한效果가잇습

니다”<Fig. 22>와 같이 화장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Fig. 17. CLUB Baekbun (VII).

From 구라부(クラブ)白粉

[CLUB Baekbun].

(1925). p. 3.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8. CLUB Baekbun (VIII).

From クラブ白粉

[CLUB Baekbun].

(1926). p. 4.

http://db.history.go.kr

Fig. 19. Samho Subaekbun.

From 三好(삼호)水白粉(수백분)

[Samho Subaekbun].

(1935). p. 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0. Reto Baekbun (II).

From レート(레−도)白粉

[Reto Baekbun].

(1932). p. 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1. Misno Goryeon Baekbun (I).

From 御園[미소노]固煉白粉(고련백분)

[Misono Goryeon Baekbun].

(1928). p. 5.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11. Advertisement texts of designating Joseon at that time (by company)

Club Reto Misono Utena Parkga Seolhwa Samho Total

Joseon 0 49 0 0 13 0 5 67

Ours 0 22 2 0 1 0 10 35

Japanese-made 12 0 1 23 0 0 0 36

Domestic-made 42 7 2 0 0 0 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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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늘어난다.

이와 같은 화장효과에 대한 광고 문안에서는 당시의

화장미 또는 화장을 통한 여성미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

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高雅한白色

피여오르는얼골삿듯한香氣보들보들한感觸모도가美人

의要素이다!!”<Fig. 20>에서와 같이 ‘향기’, ‘방향’, ‘냄

새’ 등의 후각적인 미를 주장하는 경우, ‘색’, ‘빛깔’ 등

의 시각적인 미를 주장하는 경우, ‘촉감’, ‘감촉’과 같은

촉각적인 미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밖에도 ‘피부’, ‘살결’과 같이 화장품 광고로서 가치중립

적인 단어들도 등장한다. 다음의 <Table 12>는 이것을

정리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의 백분 광고에서는 “只今지의白色

外에桜色과肌色의二種을發賣”<Fig. 23>와 같이 백화

장의 시대에서 색조화장의 시대로의 변화를 알리는 광

고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미소노의 3색(백색, 연분홍색, 살

색) 백분 광고에도 불구하고 구라부나 레토에서는 1930년

대 초반이 되어서야 색백분 광고가 등장하는데 당시의

색조화장은 미소노와 같이 색백분을 사용하거나, 구라

부나 레토와 같이 연백분으로 백화장을 한 후에 볼연지

[頬紅]를 위에 덧바르는 화장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색조

화장은 1930년대 후반 구라부 광고에서 최대 14색까지

소개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화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존재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성한’이라고 하는 주술적 관념에서 출

발하여 ‘고귀한’이라고 하는 신분적 표상을 지나 ‘아름

다운’이라고 하는 미의식으로 정착되었던 백색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 무렵 색조화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붕

괴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1930년대 초

반부터 ‘향기’와 같은 후각적인 미의 추구와 관련된 광

고들이 많아진다. 또 소수이기는 하나 1930년대부터는

촉각적인 미를 주장하는 광고도 등장한다. 이러한 광고

텍스트를 볼 때 1930년대에는 기존의 백분이 가지고 있

던 시각적 화장의 다양화와 더불어 후각, 촉각의 여러

가지 감각이 더해져 화장을 통한 여성들의 자기표현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분의 감각적 확장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에 화장효

과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당시 백분의 화장효과에 대한 주장 중 피부

트러블, 즉 백분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름’, ‘여

드름’, ‘주근깨’, ‘잡티’, ‘땀띠’, ‘지방’ 등이 쓰였는데 드

물게 백분을 사용하면 ‘풍증’이 없어진다는 광고도 눈에

띈다. 다음의 <Table 13>은 이들 단어를 국산백분 광고

와 일본백분 광고로 나누어 집계한 결과이다.

Table 12. The expression about feminine beauty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Sight 0 0 0 0 3 4 35 38 43 12 54 49 73 84 62 35 2 3 3 0 500

Smell 0 1 0 0 1 5 0 0 0 0 5 16 16 16 19 10 2 1 2 0 94

Touch sensation 0 0 0 0 0 0 0 0 0 0 0 2 3 1 0 0 0 0 0 0 6

Skin 15 2 21 21 8 24 20 56 34 3 19 11 21 49 45 33 4 12 5 0 403

Table 13. The expression about a makeup effect of Baekbun

Visual Olfactory Tactile Shine Functione

Domestic Baekbun 5 13 0 21 59

Japanese Baekbun 495 81 6 76 36

Total 500 94 6 97 95

Fig. 22 Misno Goryeon

Baekbun (II).

From 御園[미소노]

固煉白粉(고련백분)

[Misono Goryeon Baekbun].

(1929). p. 7.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3. Shin Misono

Subaekbun (II).

From 新御園[신미소노]

水白粉(수백분)

[Shin Misono Subaekbun].

(1926). p. 2.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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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보면 국산백분은 시각적인 색조화장과 피

부의 감촉을 주장하는 촉각적인 화장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으며, 향과 피부의 윤기 그리고 피부트러블을

보완하는 기능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화장문화와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근대적 백화장 사이

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에 대한 반동으로 진한 화장은 금

기시되었으며 유학적 도덕관념 및 남성 위주의 사회구

조 속에서 화려하고 진한 화장은 허용되지 않았다(Kook,

2017). 따라서 진한 화장[濃粧]에 사용되는 연백분은 거

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분백분(粉白粉)이나 수백분(水白

粉)에 의한 옅은 화장[淡粧]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옅은 화장의 경우에는 살바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따

라서 전통적인 화장의 경우 색조화장은 중요하지 않았으

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피부미용,

즉 현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스킨케어가 중요시되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화장문화의 영향은 근대 시기

까지 계승되어 국산백분의 광고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백분의 경우 연백분을 이용한 짙

은 백화장이 일반적이었는데, 따라서 살바탕이 드러나

지 않았기 때문에 본연의 피부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색조화장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국산백분의 경우 1920년대 초기에 “박가분을항상바르

시면살빗치고아지고모든풍증과죽은와잡틔가사

라지고윤택하여짐니다”<Fig. 24>와 같이 기능성과 관련

된 주장내용이 많은데, 일본백분 광고에서는 1930년대

에 접어든 이후부터 “녀드름헌대 가튼것잘나는분기름

도는얼골, 거치신분누구시든지速히우테나를試用하십시

요”<Fig. 25>, “주름살과弛緩의原因되는 여름타는요지

음! 호르몬配合의新白粉이꼭 必要!”<Fig. 26>와 같이 기

능성을 강조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된다.

‘피부’나 ‘살결’과 같은 단어들은 화장품 광고로서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에 걸쳐 큰 변화 없이 광고에 등장한다. 그러나 피부의 상

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색염(色艶, 윤기)’, ‘윤기’,

‘윤택’, ‘광택’ 등은 <Table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대에 주로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로 접어들면

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된다.

‘윤기’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를 기점으로 더 이상 사

용되지 않게 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앞서 <Table

6>에서 제시한 ‘위생’이 바로 그것이다. 1920년대에는

백분이 화장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화장품의

서로 다른 기능들, 즉 비누나 크림, 향수 등의 광고에 더

적합한 위생효과, 피부보호, 방향, 자외선 차단, 거칠어

짐 방지 등을 화장미와 더불어 모두 백분 광고에 집약시

켜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점차

화장법이 세분화되고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위

생’이나 ‘윤기’와 같은 단어들은 백분 광고에는 쓰이지 않

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24. Parkgabun (II).

From 朴家粉(박가분)

[Parkgabun]. (1926). p. 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5. Utena.

From ウテナ(우테나)

[Utena]. (1931). p. 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6. CLUB Baekbun (IX).

From クラブ白粉

[CLUB Baekbun]. (1936). p. 7.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14. Shining skin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Total

Shine 15 1 5 1 4 8 11 29 20 0 0 0 1 1 1 0 0 0 0 0 97

Skin 15 2 21 21 8 24 20 56 34 3 19 11 21 49 45 33 4 12 5 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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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대 시기 신문매체의 백분 광고에 등

장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화장법이 유입되어

전통적인 화장문화와 공존하였던 1920년대에서 1930년

대의 사회문화적 양상과 여성미의 기준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수집은 비연속적이며 양적으

로도 제한적인 잡지 광고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연

속적이며 양적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신문 광고

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특성상 대부분

의 자료가 일본백분 광고이며 국산백분의 경우는 소수

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장학적 관점에서 각 자료로부터

특정 가치를 갖는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추출하

고 각각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의의를 도출하고자 시도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화장문화에서 근대적인 화장

문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

에,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찾

아낼 수 있었다.

먼저, 근대화를 통하여 경제적 주체로서 자각하게 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장행위로써 자

기표현을 추구하는 계층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통

적인 화장문화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계층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대적인 필연적 요구에

따라 화장은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행이자 문화

로 바뀌었으며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정착되

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화장을 통하여 여성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약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백분화장에 감각적인

확장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시각적으로는 백화장에

서 색조화장으로 미적 기준이 변화하였으며 여기에 후

각과 촉각에 대한 자극이 더해짐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

법으로 여성미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또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이산화타이타늄의 응용

이라고 하는 발달된 백분 제조기술에서 소외된 국산백

분은 쇠락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나 현대적 용어로 스킨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미적 가치는 근대적인 화

장문화에 수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의 화장품 산업

으로 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백분 광고의 텍

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

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면의 제약상 본 논문에서는 시

각적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관하는 데 그쳤으나 향

후 보다 복합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장품 광고의 양적인 측면에

서 볼 때 1910년대에는 치약과 비누, 1920년대에는 백분,

1930년대에는 크림이 주도하였는데, 따라서 향후 크림

류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의 결과를 수정 보

완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사용한 광고

자료는 필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수집한 것으로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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