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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lected Chinese Ethnic make up style. Modern times is when one
feels attraction in surfacing an image to feel various traditions rather than a uniform
image and giving exotic taste to one another and pursues various individualities fit
for one.
The consideration results of Chinese ethnic make up in ancient times and modern
time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women preferred white skin make up and wore the white powder.
Second, they wore a diverse eyebrow make up with blue and black color.
Third, they wore a golden fluid yellow make up for the front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and they wore a red eye shadow make up.
Forth, they wore a red color make up for eye shadow, cheek, lips and Sahong,
Myonyeop make up, and so on.
Fifth, they made a strong decorative expression with Hwajeon, Aekwhang,
Myonyeop and Sahong.
Sixth, they used a white powder and red Yeonji for the beauty and skin
protection.
Finally, Chinese ethnic make up appears as white skin make up, black and blue
eyebrow make up, golden and red eye shadow make up, red cheek make up, red
lips and decorative m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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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장은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나 주술적인 동기에서 신체를 치장하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신분 ․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화장은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는데,
고대 문명 시대에는 아름다움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아름다우면 영향
력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녀 모두가 화장을 하였다. 또한
바바리아인들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얼굴에 파란색을 칠한 것
에서부터, 사이키델릭 컬러(Psychedelic color)로 대변되는 시대인 60년대 영국 런던의 모즈
(Mods)들의 무지개빛 아이샤도우를 즐겨 사용하는 생활 등은 화장이 전통, 계급, 인종적 배경
과 연결된 문화적 요소이며 의식(儀式)적인 요소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의 화장은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여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놀이로
서의 화장에서부터 하나의 예술적 창조활동으로서의 바디페인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
대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 사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신속한 교류에 따른 동서양의 접목과 인류는 하나이며 나아가 지구촌이라는 세계관이 크게
작용하여 1980년대 이후 에스닉풍의 패션 트랜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이처럼 현대는
국제화, 다양화 시대로서 다른 문화권의 가치가 유입되고 수용되어 패션의 가치 규범도 다양
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민속풍인 에스닉의 유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1. 연구목적
현대의 국제화․다양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화장 문화를 경험하면서 에스닉 메이크업
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중국풍 에스닉 메
이크업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선행연구로는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얼굴 부위 색조화장문화에 대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연구함으로써 삼국의 색조화장문화의 성격과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
들을 파악한 박 보영의 ｢한국․중국․일본여성의 색조화장문화사｣가 있고 임재영의 ｢중국 당
대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화장문화를 살펴보고 현재 중국
풍 에스닉 메이크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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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중국의 과거 화장기법을 먼저 살펴보고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현
재에는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2005년도 메이크업 트랜드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Ⅱ. 본 론

1. 중국 여성의 화장방법
1) 피부화장: 분(粉)
백분은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화장품으로 여겨져 비단 얼굴을 희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기능
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며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다.

2) 눈썹화장
미대(眉黛)는 눈썹 먹(黛)으로 눈썹을 그리는 것이다. 눈썹 색에는 비취색이나 검은빛이 있
었다. 당대(唐代) 귀족 부녀자들에게는 눈썹 화장이 화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기타의 다른 화장은 하지 않아도 눈썹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3) 눈화장
혈훈장(血暈粧)이라고 하는 아이샤도우가 존재하였다고 한다.

4) 볼화장
(1) 홍분(紅粉)

뺨에 홍채(紅彩)를 하기도 하고 얼굴 바탕을 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인데 연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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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臙脂)는 언지(焉支), 연지(燕支)라고도 쓰는데 얼굴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었고 추위로부터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발랐다고 한다. 연지는
일종의 홍색안료로 볼과 입술을 붉은 색조로 치장하는 여성 얼굴 화장의 주요 용품으로 젊음
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당대(唐代)에는 연지화장이 매우 성행하였으며 연지 화장법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젊은 층은 먼저 백분을 바르고 다시 연지를 뺨에 발랐으며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화장 전에 연지와 연분을 먼저 조합하여 분홍으로 만든 후에 얼굴에 발랐다.
또한 노년의 여성들은 먼저 연지를 바르고 그 후에 백분으로 치장을 했다.
(2) 누장(淚粧)

당대(唐代)에 하얀 분을 뺨에 바르는 누장(淚粧)도 있었는데, 이것은 궁중의 비․빈(妃․濱)
이 소분(素粉)을 바른 기록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5) 입술화장
연지(燕支)나 오고(烏膏)가 사용되었다.
(1) 구지(口脂)

중국 부녀자들의 얼굴 화장 중에 입술을 그리는 습속은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 당시 사용
된 입술연지의 주요 원료는 단(丹)이다. 당(唐) 말에는 입술화장이 대단히 발달하여 입술에
연지를 찍는 명칭이 16가지나 되었다고 한다. 중국 부녀자들의 입술 그리는 양식은 일반적으
로 교소농염(嬌小濃艶)을 가장 좋아하여 구체적인 형식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이 기본적인 특
징은 유지되고 불변하였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입술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앵두와 같이 아름답고 작으면서도 선명하고 짙은 모양이다.
(2) 오고(烏膏)

「신당서오행지(新唐書五行志)」에 원화(元和: 806∼820)의 말기 “부인은 원환추계를 하
고 머리장식을 하지 않고, 주분을 바르지 않았으며 오직 검정기름을 입술에 발라 마치 슬프게
우는 것과 같았다”라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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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화장
(1) 화전(花鈿)

화전은 이마 중앙에 하는 화변상(花弁狀)의 점묘(点描)로 이마 장식을 말하는데 낙매장(落
梅粧), 매화장(梅花粧)이라고도 한다. 현대 인도의 힌두 부인의 것처럼 그 모양은 여러 가지이
지만 다양한 꽃잎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는데 매화꽃 모양이 가장 많았다. 액황은 일반적으로
단지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화전은 많은 색이 쓰였는데 화전의 색채는 통상적으
로 재료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금박은 금색, 흑광지(黑光紙)는 흑색, 어시골(漁腮骨)은 백
색이었고 은과 비취 등을 재료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각종의 안료로 염색이 가능하였는데 5채
색의 꽃무늬 등 각종 형태의 모양을 그렸고 가장 채색이 정밀한 것은 “취전(翠鈿)”으로 그것
은 각종 물총새의 깃털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차 열매기름이나 꽃씨 등의 재료를 원형 그대로
쓰거나 혹은 여러 가지 꽃 모양으로 아로새기기도 하였다.
(2) 액황(額黃)

아황(鵝黃, 鴉黃)이라고 하여 이마의 머리털이 난 언저리를 황색으로 염색하는 것인데 이
액황은 북조시대 북방민족의 여성 사이에 즐겨 사용된 습속이고 이것이 남조 한(漢)민족의 부
인들 사이에도 유행하였고 때로는 금분을 사용하여 이마에 칠하기도 하였다. 부녀자들이 이마
부분에 황색을 칠하는 것은 불교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얼굴의 부분장식으로 이러한 화장법
은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였을 때 금색이 칠해진 불상의 영향을 받아 이마에 황색 물을
들이는 풍습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화장법이다.
(3) 면엽(面靨)

보조개 화장으로서 양 뺨에 단청(丹靑)을 찍어서 웃는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화전과
마찬가지로 서역의 호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장엽(粧靨)이라고도 한다.
(4) 사홍(斜紅)

부녀자들의 뺨에 행하는 부분화장으로 역시 연지를 사용하였다. 그 유래는 삼국시대(三國時
代)에 위(魏) 문제(文帝)가 총애하는 궁녀인 설야래(薛夜來)가 사방 수정으로 된 병풍이 둘려
지고 등불 아래 책을 보고 있는 문제에게 접근하다 병풍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렸다. 상처를
닦은 후에도 두 줄기 흔적이 남았는데 그 후 문제의 총애가 더하여 기타 궁녀들이 이를 모방하
였다고 한다. 당(唐)대 묘장 안에서 출토된 여용(女俑)의 뺨 부분 양쪽에는 홍색의 달 모양으
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식은 색채가 매우 짙고 모습은 괴이하여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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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희고 깨끗한 뺨 위의 양쪽에 상처 흔적이 있는 듯하였다.
(5) 삼백(三白)화장

이마, 콧등, 턱 부위에 흰색을 칠하는 화장을 말한다.

2.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발달과정
에스닉 이미지는 각 나라에서 전해오는 민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특히 종교적 의미가
가속된 토속적이며 자연스럽고 소박한 느낌의 이미지로서 특정지역의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으로 발전시키고 특정적인 색채, 문양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
다. 강렬한 색채를 많이 사용하여 야성적인 강렬함, 아무것도 포착할 수 없는 소박하면서도
대담스러운 맛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이국취미로 이국적인 무드와
에로티시즘이 같이 혼합되어 신비로움과 열기를 띄우며 다이나믹한 원초성을 느끼게 한다.
현대 복식에서 에스닉풍의 시초는 1910년대와 1920년대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동방예술로
인해 뽈 쁘와레(Paul Poiret)의 동양풍이 최초로 복식에 도입된 것이다.
1920년 러시아의 디아 길레프 발레단의 파리 공연에 의해서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고 미술
계에서는 입체파의 전람회가 열렸다. 동양적인 신비로움과 눈부신 색채의 화려한 무대장치,
의상과 화장은 유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리엔탈 붐이 일어나 동양적이고 신비롭고 강
한 색조가 인기를 끌게 되자 화장의 색조도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디자이너 뽈 쁘와레에
의해 전개된 오리엔탈 분위기의 의상과 이에 어울리는 화장 형태가 등장했다. 밝은 색이 인기
를 끌게 되어 핑크나 붉은 입술이 등장했으며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리고 눈썹을 검게 칠하는
새로운 기법의 눈 화장이 중동지역의 의상과 함께 유행하였다. 또한 눈을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눈썹과 눈 사이에 황색 분이나 강렬한 색으로 바르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눈
화장 등은 패션을 의식하는 선도적인 여성들에 의해 시도 되었다. 무용가 Anna Pablova의 무
대화장은 파리를 지배했다. 그녀의 화장은 그때까지 파스텔 톤의 화장 일색이었던 것을 밝고
강렬한 색상의 화장으로 변화시켰다.
1930년대 명성을 떨쳤던 스캬 발레리(Elsa Schiaparelli)도 뽈 쁘와레에 이어 대담한 문양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특색을 보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히피(Hippie)의 출현과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서양의 팽배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전개하였다. 화장은 이러한 영
향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띄었는데 복숭아색, 갈색, 회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과 함께 이국적 혹은 민속적 패턴이 등장하였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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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계속 모드계를 리드했는데 민속복조의 화려한 색채를 선 보였다.
에스닉 풍의 의상은 주기적인 유행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
나타나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유행 속에 한 경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여건이 향상되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신속한 교류
에 따른 동․서의 접목과 인류는 하나이며 나아가 지구촌이라는 세계관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대는 국제화, 다양화 시대로서 다른 문화권의 가치가 유입되어 수용되는 의복의 가치규범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민속풍의 에스닉의 유행을 가져온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중국풍의 오리엔탈 룩이 유행하였으며 이때 발표된 의상들의 특징은 쟈
카드 효과가 나는 사치스런 직물의 사용, 특별히 눈에 띄는 빨강, 점찍은 듯한 검정과 흰색
등의 정열적 색상, 나뭇잎 모양의 기하학 적으로 나열된 아라베스크, 붓글씨, 핸드 스티치, 그
래픽적 줄무늬, 동양 무늬사용,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모자와 두건의 사용, 휘감아 둘러싼 허리
의 랩 등으로 아주 다양하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과거에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일반직과 전
문직에서 남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화려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변하였는데 눈과
입 모두가 강조되었고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두껍고 진한 눈썹과 선명한 빨강의 공격적이면서
도 단호한 이미지로 더욱 강인한 여성을 부각시켰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현상은 퇴조하고 경제적인 실리위주의 다극적
인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함과 개성이 중요시되었고 다른 시대와 문화가 서로
의 모습을 차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두드러져서 복고풍과 에스닉한 요소들이 나타나
게 되었다. 따라서 60년대와 70년대뿐만 아니라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여러 스타일이 재현
되었고 여러 나라의 민속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에 의해 90년대 초의 화장 스타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이국적인 모습들이 자유롭게 선택되었다. 1997년에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중국풍 에스닉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징
의상에서는 빨강색조, 빨강․검정 등의 정열적인 색에 꽃무늬 등의 중국적인 화려한 문양,
붓글씨, 윤기 있는 원색 비단을 내세운 중국풍, 금은이 섞인 화려한 색상, 화려한 자수를 사용
한 장식성으로 표현된다.
화장에서는 빨강 색조의 붉은 화장, 금빛의 화장,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사용, 흰 얼굴에 검
정 눈썹의 화려한 대비가 강한 배색, 작은 입술화장으로 진하고 육감적이고 관능적으로 표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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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의 분석
눈은 동양인처럼 길어보이도록 아이라인을 그렸고 눈 화장의 색조는 황색 등 동양적인 분위
기를 물씬 풍기는 화장법이 선을 보였으며 입술도 진한 붉은 색조로써 동양인처럼 작게 표현
하는 기법이 유행하였다.
<표 1>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의 분석
화장

특징

1) 피부화장

흰색 피부

2) 눈썹화장

검정 눈썹

그림

[그림 1]

3) 눈화장

4) 볼화장

검정 아이라인,
황색 섀도우,
금빛 섀도우,
붉은색 샤도우

[그림 2]

붉은 볼연지
[그림 5]

5) 입술화장

6) 기타 화장

[그림 3]

붉은 색조의
작으면서도
선명한
짙은 입술

[그림 6]

[그림 7]

다양한
장식
[그림 8]

[그림 9]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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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의 세부 분석
(1) 색채

색의 빛깔은 인간의 심리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힘으로 인하여 각각의 성격을 지니고 상징성
을 내포한다. 그리고 시대의 기호색이 있고 민족에 따른 고유한 전통색이 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한 미적 표현은 이러한 미적 감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동양에서 적색은 어떠한 색보다 즐기는 색이다. 인도인들은 적색은 생명과 환희를 표시한
다. 황색은 쾌활한 양기의 색으로 취급한다. 중국에서 황색은 가장 즐겁고 기쁜 색으로 왕의
색을 상징한다. 붉은 색은 자극을 주는 느낌이 강하다. 따뜻한 색인만큼 적극적이고 전진적이
다.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린이나 원시인, 또한 교양인, 보통 사
람도 붉은 색으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동양에서 기본으로 사용하였던 청색, 적색, 황색, 백색 등은 색을 사상적으로 인식하였던
음양오행설과 관련하여 모든 생활에도 연관되어 있었다. 적색을 불로 보는 점은 동․서양이 같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붉은 색은 그 이미지에서 불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지역이나 인종
등의 사회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이르면 원색이 대두되었으며, 1990년대는 동서양의 거리감이 좁혀져 이국적인
색중에도 동양적인 에스닉한 색조가 패션칼라로 대두된다. 따라서 현대는 민족의 기호색이 향
토성을 바탕으로 선호되면서 유행이라는 사회현상에 따라 조형적인 표현의식이 세계성을 띤
가운데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漢) 대 이후 중국부녀자의 붉은 화장법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대체로 연지와 분이 병용되
는 화장법이 주를 이루었다. 색에는 생리적으로 흥분시키는 색이 있는데 붉은 색이 여기에
해당되고 태양, 火, 혈액(血液)의 색으로 원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중요한 색으로 간주되
었다. 원시인들이 태양, 火, 혈액이 갖고 있는 붉은 색을 生의 표식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고 이들이 있는 곳만이 생존이 가능하므로 숭상했을 것이다.
(2) 문양

인간은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표현하려고 한다. 산․바다․계곡을 비롯하여
꽃과 나무․하늘․구름 같은 자연대상 생활도구의 형태까지도 표현의 대상이다. 이런 문양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뜻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성을 취하는 목적도 있
다. 우리는 바닷가에 파도가 쓸고 간 빈종이 같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처
럼 여백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장식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릇은 기능적으로는 담는 것이 본래 목적이고, 신발은 신기 위하여, 칼은 자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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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옷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쓰임의 기능적 목적을 가진다. 문양은 이와 더불어
아름다움의 또 다른 미적 의지 표현의 장이면서 인간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이다.
중국여성의 눈썹모양을 표현한 시구 “푸른 먹 눈썹은 가늘고도 길어라……(靑黛占眉眉細
長)”라고 백거이의 「상양인(上陽人)」에서 눈썹의 색과 형태를 짐작할 수 있고 “눈썹은 버
들잎을 닮고 치마는 석류꽃을 시기하고”라 하였는데 눈썹 색에는 비취색이나 검은빛이 있었
고 굵은 것은 계수나무 잎 같았고 가는 것은 배추나방 촉수 같았다고도 하였다. 유미(柳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구부러지게 묘사된 눈썹양식인데 그 구부러진 형상이 마치 초승달과 같
아서 이름이 “월미(月眉)” 혹은 “각월미(却月眉)”라고 하였다.
화전양식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유형은 원점형(圓點形)의 화전이었고 각종 꽃잎
의 형상으로도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매화꽃 모양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도안이 있는데 우각(牛角), 선면(扇面), 복숭아 화도자(和挑子)를 모방하고 추상적
인 도안도 있었는데 성기고 조밀하거나 크고 작은 것이 만들어져 이런 화전을 붙이면 하나의
꽃잎을 붙인 것 같은 형상이었고 색채는 액황에 비하여 풍부하고 많았다.
액황은 각종의 꽃 모양으로 자를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화황(花黃)”이라고도 하였다.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액황의 범위에서 벗어나 곧 화전의 형태에 많이 근접하
고 있다. 여자들은 또한 흔히 노란색 연고로 칠한 초승달 모양의 더 큼직한 사랑스럽고 아름다
운 점을 덧칠했다. 이 점은 황성엽(黃星靨) 혹은 미간황(眉間黃)이라고 불렸다.
면엽은 통상 연지로 점을 칠하거나 화전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였는데 금박이나 조익(물총새
깃털) 등의 물질로 붙이기도 했다. 면엽의 구체적인 형상은 성당(盛唐) 이전에 일반적으로 황
두단(黃豆段)의 두 개의 원점을 찍는 것인데 원진(元稹)의 「한장성(恨妝成)」이라는 시에
“얼굴에 둥근 보조개를 그린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성당(盛唐) 이후에는 면엽의
범위가 확대되고 양식도 또한 풍부하여져서 어떤 것은 동전과 같아 “전점(錢點)”이라 칭하
여 지고 어떤 것은 행도(杏桃)(살구와 복숭아)와 같아 “행엽(杏靨)”이라고 하였다. 만당 오
대 이후 경제, 정치 등의 원인으로 중국의 복장형태가 점차 변화하여 고지식하여지고 보수적
이 되었으나 부녀자들의 장식의 기풍은 오히려 증가하기만 하였고 근검하지 않았는데 많은
회화자료에서 보면 이 시기의 면엽 장식은 더욱더 유행하여 전통적인 원점의 화분(花奔) 형태
뿐만 아니라 조수(鳥獸) 도형으로 증가하였고 어떤 것은 심지어 이런 꽃 문양의 첩(貼)을 뺨
가득이 붙이기도 하였다.
(3) 소재

백분은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화장품으로 여겨 얼굴을 희고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사용하였
고 미대(眉黛)는 눈썹먹으로 눈썹을 그리는 도구였고 눈화장, 볼화장, 입술화장에는 붉은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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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고 금분을 사용하여 이마에 칠하기도 하였다.
(4) 피부보호 기능

백분사용은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아주며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연
지는 추위로부터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발랐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대는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
는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수많은 에스닉 메이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뿌리
를 모른 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각 메이크업의 경향을 연구하고 분류해보
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과거와 현대를 통해본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여성들은 흰 피부를 선호하였는데 예로부터 백분을 사용하여 흰 피부화장을 해왔
고 지금도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에서 흰 피부 화장을 하고 있다.
둘째, 중국여성들은 다양한 눈썹화장을 하였는데 주로 비취색이나 검정색을 이용하였다.
셋째, 중국여성들의 눈 화장으로는 불교의 영향으로 불상처럼 금빛으로 이마 주위를 바르거
나 혈훈장(血暈粧)이라 하여 붉은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중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채는 화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붉은색의 화장
이 많이 나타나는데 눈화장, 볼화장, 입술화장, 기타 화장의 면엽, 사홍에 모두 붉은색을 사용
하였다.
다섯째, 중국여성들은 화전, 액황, 면엽, 사홍 등 다양한 장식적인 화장을 선보였다.
여섯째,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피부 보호를 위해 백분이나 연지와
같은 화장품을 기능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풍 에스닉 메이크업을 요약정리해 보면 흰 피부화장에 진하고 검은 눈썹화
장, 금빛과 붉은색의 눈 화장, 빨강색조의 볼화장, 입술화장과 다양한 장식적인 화장으로 표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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