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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아트메이크업과 실주의의 이론 배경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고 실주의

데페이즈망에 근거한 창의 인 사고와 발상을 미술과 메이크업이 목된 아트메이크업의 다양한 표 방식을 재조

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서 , 인터넷 등을 토 로 실주의 데페이즈망 개념과 기법, 아트메

이크업에 한이론 배경을 이론 으로 고찰한 후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성을 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결합,

변형 변환, 공간의 변조로 분류하여 총 4작품을 제작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첫째, 미술과 메이크업의 목을

통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 역을 창출해내어 미술과 메이크업분야가 서로 융합･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 다. 둘째, 다른 공간에서 이미지를 창출해 내어 결합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신선함과 낯섦을 제공한다.

이로서 본 연구자는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어 표 역을넓힐 수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 으며 아트메이

크업이 단순히 미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 해본다.

• 주 어 : 융합, 미술, 아트메이크업, 실주의, 데페이즈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rt make-up and
surrealism in depth and shed new light on creative thoughts coming through application of Depaysement
and various kinds of expression realized through art make-up, where art and make-up are incorporated.
The study method is to conduct prior research followed by a theoretical study of the concept and
techniques of Surrealistic Depaysement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art make-up through specialized
books and internet sources and then to create 4 artworks representing characteristics of Depaysement
technique categorized in dual image, fusion of heterogeneous objects, modification and conversion, and
change of space. This examination resulted in first, a foundational ground for fusion and use of art and
make-up sectors by creating a realm of expression based on creativity through incorporation of art and
makeup and second, a sense of freshness and unfamiliar-ness by creation of an image in a completely
unfamiliar space. Therefore, the researcher sets a direction for ways to come up with new ideas and expand
the realm of expression and hopes that the art-makeup does not just become an aesthetic tool but turn
itself as an art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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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목

실주의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불가능하다

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 최 로 환상과 무의식을 새로운

술양식의 철학으로 담아 표출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인들에게 정신 인 분출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세기의문명사에지 한 향을끼친 실주의는

메이크업의한분야인아트메이크업(Art Make-up)에

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얼굴에 기

화장을 한 다음에 하는 색조 화장인 메이크업의 발 된

분야로최근연극같은스펙타클한무 연출과퍼포먼스

를 요구하는 패션 컬 션에서 활용되어 패션 컨셉과 트

드를 창의 이고 독창 인 술세계로 확장시키는 메

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승은 등[1]은 데페이즈망의 표 특성

을공간 치, 사물의이동과결합, 사물의 환으로분

류하여 아트메이크업에 용시켜 작품 제작하 으며,

주 주 등[2]은 패션에 나타난 실주의 메이크

업을 기법에 따라 분류, 오 제를 활용하여 표 방식과

특성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상업 인 뷰티메이크업 업계의 창조 컨

셉표 과활용 방안모색그리고 문화가치 창출을 한

바탕을이루는순수한 술 차원에서창조 으로 개

되는아트메이크업의발 의필요성을인식하게할것이

다. 실주의를 주제로 표 된 아트메이크업은 최근

그 작품 컨셉으로 활발하게 표 되고 있으나, 단순히 얼

굴에 행해지는 시각 미를 표 하는 술형태이다. 구

체 인 실주의 기법을 으로 아트메이크업에

한연구는미흡하여본연구자는데페이즈망의 근성을

높이기 해 얼굴과 도화지라는 2가지 공간을 융합하여

발상을 환하는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표 방법을 창

출하여창조 가치를높이는데학술 의의와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실주의의 개양상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고 실

주의를 재해석하여 용할 수 있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심으로 창조 가치에 해 고찰한다. 아울러 미술과

메이크업의 목을 통하여 아트메이크업에 활용되는 다

양한표 방식을새로이조명해보고표 역을넓히는

데 그 목 을 두고자 한다.

1.2 연  범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트메이크업과 실주의의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실주의에 근거한 창의 인 사고와

발상을 미술과 메이크업이 목된 작품제작을 시도함으

로써 아트메이크업의 다양한 표 방식을 창출해내고자

하며 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서 , 인터넷 등을 토 로 문헌

연구에의한이론 고찰을통하여아트메이크업의개념

과 표 재료에 해 유형별로 악한다. 아울러 실

주의데페이즈망의 표작가와 작품, 표 기법을 고찰한

다. 둘째, 실주의 데페이즈망 개념을 활용한 작품제

작을데페이즈망의특성분류에따라 4작품을제안한다.

실제 작품에 활용된 기법은 주제에 따른 디자인을 이질

공간인도화지와얼굴에각각그린후, 포토샵의기능

을 활용하여 목시키는방법으로제작하 다. 창조 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주제에 맞는 컨셉을 부각시키는 아트메이크업의 역할에

서 확장된 역을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문성과 활용

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디지털 기술을 목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용방안을 제안 한 것이다.

이러한 융합기술은 기존의 지식과 테크닉을 토 로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3]한다.

이와 같이 실제 실주의의 이론을 창조 방법으

로구상하기에 술양식의이론을바탕으로제작하는방

법론 근을 제시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에 용 가능

한 새로운 표 역을 제안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론  배경

2.1 초현실주  데 망  개념

2.1.1 데 망  개념

데페이즈망(Depaysement)이란 ‘ 치’, ‘ 법’ 등의

뜻으로 해석된다.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 의미로

실주의 술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치에

서떼어내는것을가리킨다[4]. 즉 물체나 상이놓여있

는 본래의 일상 인 치에서 질서나 배경, 분 기를 이

탈시켜그 속성과는 연 성이없는 낯선장소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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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써, 이질 인 상황을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 심

리 충격을일으킨다[5]. 한 기존사물이가지고있는

본래의이미지에서탈피하여 습 인사상을벗어나창

의 인 새로운 형식의 다른 이미지 세계를 개시키

며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낸다.

이러한 데페이즈망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미술에서

바탕이 되었다. 입체 화가들에 의해 시작된 피에

콜 (Papier Colle)에서 발 하여 화면에등장하게된 방

법으로 미술에 심 한 향을 주게 된 근원을 찾는

다면 실주의 미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데페이즈망은 실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무의식속

에서작용하는내면의세계를사물을통해표출함으로써

새로운 역을 개척한다. 이질성･변동성의 도입으로

들에게작품에 하여간단명료하게한 의문장으로

이해시키지않고다채로운 거리를구성하게만드는상

상력과 궁 증을 제공한다. 실주의 개념 하에 인간

의본질 인모든의식으로부터해방되고자하 으며불

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꿈과 환상의 세계를 지향하 다.

실주의자들은 데페이즈망 원리를 즐겨 사용하

는데, 의외의놀라움을주는새로운것들은곧그들의

반 인미 상태가되어다양한소재가되는것이며,

실주의자들은이러한 상을묘사하기 한주요방법

으로 데페이즈망 원리를 사용하 다[6].

데페이즈망의 성격을 잘 묘사한 표 인 작가로는

Rene Magritte(르네 마그리트, 1898~1925)와 Salvador

Dali(살바도르달리, 1904~1989)가 있으며이들은데페이

즈망을통해환상과무의식이공존하는그들만의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하 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Dali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방법

으로 실자들의 재미있는 주제들을 심오하게 탐구하

기 시작하 으며, 1930년 자신의 독자 인 기법인 ‘편집

비평 방법(Paranoiac-Critical method)’을 발 시

키게된다. 그는정신착란 상을연상하게만드는비이

성 인식의즉흥 인방법이라고지칭하며자신의작품

세계에 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표 하 다[7]. 그의 작

품은사물에 한일상 인 념을깨뜨리고비 실 이

고 비합리 인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극도로 섬세하고

극사실 으로 표 하 다.

[Fig. 1] The Persistence      [Fig. 2] The Eye of

of Memory, 1931              Time, 1941

<기억의지속, 1931>[Fig. 1]은 Dali를 세상에크게알

리게 해 작품으로 Dali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각진 모서리에 딱딱한 사물로만

인식되는 속제시계를감은 을연상시키는신체일부

와 나뭇가지, 각진 모서리에 연체동물처럼 변형시켜 늘

어뜨리고 회 시계에는 음식으로 변형된 듯 그 에 개

미떼가 우 거린다. 시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작

품에서 짙은 서정성이 느껴진다. Dali는 미술과 더불어

고, 디자인, 화, 패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은 활

동을 펼쳤다. 보석 디자인에도 많은 심을 가지고 있었

는데 <시간의 , 1941>[Fig. 2]는 다이아몬드, 루비, 백

등으로 만든 작품으로 동자를 시계의 공간으로 색

다르게 변조시켰다.

벨기에출신의화가인Magritte는 한때미래주의와입

체주의 성향의 그림을 그렸으나 사실 인 묘사와

다른사물들을작품안에배치시키는 실주의 작품

을 제작하 다. 부분의 실주의 화가들은 꿈과 무

의식에서 실밖의세계를찾으려고하 는데 Magritte

는 실 안에 숨겨진 세계를 밝히려 하 다.

Magritte는 신비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해서는

“친근하고 평범한 사물들의 결합이 보다 하다”라고

주장하 다. 이미 경험한 이미지가 다르게 변하

을 때느끼는심리 충격과 상의물리 인구조가 어

날때느끼는심리 혼란이 새로운세계에 뜨게 하

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8]. Magritte는

연 없는 사물들을 병치시킴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을 제작하여 상상력을 제공한다.

[Fig. 3] La trahison       [Fig. 4] Golconde, 1953

des images,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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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반역, 1929>[Fig. 3]은 캔버스에 이 를

그려놓고 이 가 아니라는 텍스트를 삽입하여 미술계

에 커다란 반항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물과 언어의 엉뚱

한조합은당황스러움을증폭시키고의문의꼬리를물게

한다. 이 듯Magritte는자신만의독특한방법론을제시

한다. <골콩드, 1953>[Fig. 4]는 특유의매력 인분 기

로 사랑받고 있다. 하늘에서 검은 모를 러쓰고 검

은 코트를 걸친 신사가 빗방울처럼 비춰진다. 내리고 있

는 것인지 공 에 멈춰있는지는 모른다. 모와 코트

차림은Magritte가 평소에즐겨착용하는아이템으로수

많은Magritte 작품에등장하며 표 인아이콘이되었

다. ‘엉뚱한결합'을 즐기는 Magritte는 자신만의스타일

을 확립한다.

데페이즈망에 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데페이즈망특성에따른분류는연구자마다약간의차이

가 있다. 함 주[9]은 공간의 치, 이질 사물의 결합,

물체의변형 도치로분류하 으며, 배찬우[10]는 잠재

의식의이미지해제, 공간의변형, 이미지의결합, 이미지

의 변형으로 분류하 다. 강성주[11]과 김연아[12]은

Suzi Gablik(수지 개블릭)의 서 ⌜Rene Magritte⌟에

서분류된고립, 변형, 합성, 크기의변화, 모순 이미지,

이 이미지, 역설, 개념의 양의성으로 분류하여 이를

토 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데페이즈망 특성을 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 결합,

변형 변환, 공간의 변조 4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 다.

2.1.2 데 망 기법  표현과 특

1) 이 이미지

이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숨겨져 있는 다

른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기법으로 사물과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다른 사물로 보이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

들어내면서 착시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Fig. 5] Tome face        [Fig. 6] Le modèle 

   of the West that is        rouge, 1934

   used as apartments,

   1935

Dali의 <아 트로 사용되는 메 웨스트의 얼굴, 1935>

[Fig. 5]는여성의얼굴과아 트의실내모습이 복되면

서일치를이루고있다. 여성의 과거실의액자, 여성의

코와 거실의 장식장, 여성의 입술과 거실의 소 가 같은

치에 복되어병치됨으로써이 이미지를만들어내

며 시각 혼란을 유도한다. Magritte의 <붉은 모델,

1934>[Fig. 6]은 신발의앞부분이 발이 된 것이기도 하고

발의 뒷부분이신발이 된 것이기도하다. 한 신발에 생

명을불어넣은생물이기도하고발에는생명이없는무생

물이기도 한다. 이것이기도 하고 것이기도하는양면

메시지를주는이작품은기존사물의인식에서벗어나착

시 인 상을 일으키며 시각 혼란을 다.

2) 이질 사물의 결합

이질 사물의 결합은 연 성이 없는 요소의 사

물들을 비합리 으로 하나의 화면에 병치시키거나 어떠

한 사물을 원래 있던 치에서 떼어내어 엉뚱한 장소에

놓음으로써시각 낯섦과어색함을주는기법으로데페

이즈망의 형 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Fig. 7] Hegel's           [Fig. 8] Lobster Telephone,

  Holiday, 1959             1936

Magritte의 <헤겔의 휴일, 1958>[Fig. 7]은 펼쳐진우

산 로 물이 담긴 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물이라는

공통분모로 가지고 물을 거부하는 우산의 기능과 물을

담는 컵의 기능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다. 각각의 사물을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써 병치의 효과를 극 화하며 이런

상반된 성격을 가진 사물의 결합을 통하여 자연스 사

물간의 계성을 찾게 하는 궁 증을 유발한다. Dali의

<바닷가재 화기, 1936>[Fig. 8]은 수화기가 놓여있어

야할 치에바닷가재가놓여있다. 성질과기능등유사

성이 없는두개의요소를같은공간에두는기묘한

결합과 기치 못한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 시각 충격

과 맞물려 강렬하고 독특한 인상을 남긴다.

3) 변형 변환

변형 변환은 어떠한 사물의 형태나 성질이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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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유의 특성을 작가의 주 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

로왜곡, 과장하여변형 변환시키는것으로기존사물

이 가지는 가치체계를 뒤엎고 새로운 이미지의 사물로

개시키면서시각 당혹감과신선함을 주는기법이다.

   [Fig. 9] Premonition      [Fig. 10] Personal values,

   of Civil War, 1936        1952

Dali의 <내란의 감, 1936>[Fig. 9]는 데페이즈망의

변형 변환성격을그 로보여주고있는작품이다. 사

람의 형체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 자유자재로 변형되어

서로의 몸을 짓 르며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기괴하다.

스페인 내란의 상황을 묘사한 이 작품은 쟁의 참혹한

속에서 억압되어 그 질서와 경계가 무 지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Magritte의 <개인 가치, 1952>[Fig.

10]은 사물 고유의 크기에서 이탈하여 표 된 작품으로

Magritte가 즐겨사용하는기법이다. 거 해진빗, 컵, 붓,

비 , 성냥개비와 그에 비해 상 으로 축소되어 보이

는 침 , 장롱을 하나의 화면에 배치함으로 근본 인 사

물의 성질에서 어 나고 있다. 사물에 한 습 인

념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발상의 환을 갖게 한다.

4) 공간의 변조

공간의 변조는 실제의 공간과 착시를 일으키는 공간

을 경계를 허물어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두 공간에서 표

되어진 작품이 어느 한 공간에만 시선이 치우치지 않

고하나의공간으로인식되어보여 지는기법으로두 공

간에서 나오는 모순을 통하여 모호성을 제시한다.

[Fig. 11] La condition      [Fig. 12] Le faux miroir,

humaine, 1935             1935

<인간의 조건, 1935>[Fig. 11]은 실내와 실외두 공간

에서의 설정으로 창문에 소재를 두어 실내의 캔버스 안

풍경과 실외의 풍경이 경계를 허물고 같은 모습으로 투

되어 공존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는 이들로 하여 작

품의 심 배경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한 물음표를

떠오르는의문을가지게하며낭만 이면서서정 인분

기를 자아낸다. Magritte의 <잘못된 거울, 1935>[Fig.

12]는 과 하늘두 공간에서의설정으로 동자에 하늘

풍경과 각막 에 구름을 도입하여 모순된 이미지를 만

들어낸다. 사물을 보는 의 근본 인 기능보다 사물을

반사하는거울의기능을나타내어신기하고묘한느낌을

다.

2.2 아트 크업   재료 특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이란 ‘Art’의 술, 미술

의 뜻과 ‘Make up'의 기 화장 다음단계인 색조화장이

라는뜻의합성어로 술 감성이깃든색조메이크업을

말한다. 인 성격을 띠고 있는 메이크업으로 아티

스트가추구하는 술세계를엿볼수있으며아티스트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체라는 캔버스 에 어떠한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표 하는 술의 한 장르

이다.

창의 인디자인을구상하기 해서는어떠한소재나

개념들을주제에맞게새로이재구성하는작업이 요하

다. 이를 해서는시각, 청각, 후각, 각, 미각등주변에

서 쉽게 해지는 감각들을 통한 경험도 아이디어의 소

재[13] 상으로서 인식하는 발상과 사고의 환이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에 따라 근하는 방법과

방향이 범 하므로 합목 성, 심미성, 창의성, 독창성

이따르는아이디어를체계 으로개발해야하며아티스

트의 끊임없는 열정과 끈기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트 메이크업에 표 되는 제품은 크게 수성물감과

유성물감으로 나 수 있다. 수성물감은 물과 함께 사용

하는 것으로 물로 닦아내면 쉽게 지워지는 장 이 있지

만피부에표 된물감이건조할때피부당김의느낌과

균열이생기는단 이있다. 반면유성물감은물없이사

용하는 것으로 농도가 짙고 유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조

가 되지 않는다. 건조가 되지 않아 균열이 생기지 않는

장 이있는반면쉽게묻어나는단 이있다. 건조를원

할시피부에바른물감 에 우더를얹으면매트한효

과를얻을수있다. 이와같은수성물감과유성물감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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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감이며 오늘날에는 색

상･질감, 기능성이 함유된 다양한 물감이 생산되고 사용

되어지고 있다. 물감에 따라 표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

므로 작품의 컨셉,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

어지고 있다.

수성물감에 속하는 UV발 물감은 블랙라이트(Black

Light)에 의해서 색이발 되는물감으로일반물감과는

다르게 빛의 결합으로 표 되어 진다. UV발 물감은 일

반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주지만 불투명하게 보이며 블

랙라이트에서는 더 선명한 형 으로 발 되어 투명하게

보인다. 일반 수성물감과의 혼합사용도 가능하지만 UV

발 물감의 발 효과가 히 떨어지므로 발 효과를

조 하고자할 때사용한다. UV발 물감은 다른물감에

비해생명력과생동감이넘치도록표 되므로보는이로

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시킨다. UV발 물감을 사

용하여 페인 할 때는 작업 이 물감에 한 성질과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무 의 크기와 모델의 활동 범 ,

블랙라이트가작품에반응되는거리를잘 악하여작업

에 임해야 아티스트가 표 하고자 하는 작품을 연출할

수 있다[14].

다른 이색 인표 방법으로에어 러시물감이있

다. 에어 러시물감은 수성물감이기는 하나 액체타입으

로 콤 샤(Compressor)로 압축된 공기를 일정한 압력

으로 에어 러시 건을 통해 인체에 물감을 채색하여 표

한다. 에어 러시 건을 통하여 채색이 이루어지므로

건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여야 색상과 명도를 조 하여

표 할수있다. 러시로작업하는것에비해시간을단

축할 수 있으며 정교한 그라데이션 표 이 가능하여 작

품의 술 가치와 완성도를 높여 다. 미세하게 분사

되어피부에자극이없을뿐아니라피부에직 닿지않

고작업할수있어청결을 요시하는뷰티메이크업에서

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이스나 원하는 디자인의

문양을 작업한 투명필름이나 을 피부에 착시켜 그

주 에 분사시키면 스텐실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에어 러시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된 것은 1940년

후반으로 추정되며 오늘날에는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

트 이션, 회화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5].

앞에서 언 한 물감으로 표 된 작품을 더욱 돋보이

게 해주는 자연재료나 인공재료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

는 조건 안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아트메이크업의 마

지막 단계로 깃털, 리터, 꽃, 인조보석 등의 작품의 포

인트를주고자하는 치에부착함으로아름다움과화려

함을 더한다. 디자인의 흐름과 주제에 맞게 히 사용

하는 것이 효과 이다.

[Fig. 13]           [Fig. 14]           [Fig. 15]  

General water     UV light-emitting   Airbrush paint  

3. 품

실주의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여 비합

리 인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는 술운동이다.

실주의자들은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지향하여

시각 술에서도 상상력과 환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

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 다. 상상력은 자신의 의지

로통제할수없는무의식에속하는것이기에[16] 창의력

과독창성을요구하는아트메이크업을표 하는데있어

실주의는 한 소재가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특

정한 양식에 의존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감성에 따라 자

유자재로 표 이 가능한 아트메이크업을 실주의의

창의 인 사고와 발상을 목시켜 작품 제작한다.

실주의의표 기법 데페이즈망의특성에따라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 결합, 변형 변환, 공간의 변조

로 분류하여총 4작품의 아트메이크업을제작한다. 주제

에 따른 디자인을 이질 공간인 도화지와 얼굴에 각각

그린 후,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화면으로 재

구성하 다. 체 인 컨셉은 인의 욕구이며 그에

따른 작품으로는 작품Ⅰ<비상>, 작품Ⅱ<야망>, 작품Ⅲ

<로맨스>, Ⅳ작품<일탈>이있다. 작품Ⅰ<비상>은이

이미지, 작품Ⅱ<야망>은 이질 사물의 결합, 작품

Ⅲ<로맨스>은변형 변환, 작품Ⅳ<일탈>는공간의변

조 특성을 재해석하여 작품 제작하 다. 작품재료는 하

나의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물감의 성질이 비슷하여 결

과물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단되는 수채화물감, 아크

릴물감과 일반수성물감을 이질 재료인 도화지와 여성

의 얼굴에 각각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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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rks produced a comprehensive analysis 

charact
eristic

subject Work
Color 

scheme

Dual
image

emergency

The
combinat
ion of
disparate
objects

ambition

Modificat
ion and
conversi
on

romance

Modulati
on of
space

deviation

3.1 품Ⅰ< 상>

작품Ⅰ<비상>은데페이즈망기법에서이 이미지

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유

를 만끽하고 싶은 인의 갈망을 표 한 작품이다.

여성의 얼굴에서 다른 여성의 형체가 나타나면서 여

성의 머리카락이기도 하고 날갯짓을 하고 있는 다른

여성의머리카락이기도한시각 착시 상을일으켜이

이미지의특성을 나타내었다. 체화면에서여성을

심이 아닌 하단에 배치하여 상단에 여유 공간을 으

로써 꿈을 향하여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인의 무한

한 갈망의 의미를 내포하 다. 난색계열의 색을 사용함

으로써 비상을 꿈꾸는 여인의 잔잔한 서정 감성이 담

긴 작품으로 연출하 다.

<Table 2> Works Ⅰ <Emergency> Courses Ⅰ-1. 2

Dual image

Course Ⅰ-1 Course Ⅰ-2

Color scheme

Material representation

Eyeliner, lipstick, water
paint, foundation

Watercolor

<Table 3> Works Ⅰ <Emergency> Course Ⅰ-3

Dual image

Course Ⅰ-3

3.2 품Ⅱ<야망>

작품Ⅱ<야망>은데페이즈망기법에서이질 사물의

결합 특징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야망을 향해 진하는

인의 모습을 장미꽃에 빗 어 표 하 다. 붉은 장

미꽃의꽃말인욕망, 열정, 정의의미를담아야망으로

가득 찬 인간 내면의 모습을 이마에서부터 머리카락 끝

까지의 공간에 각기 다른 장미꽃으로 배치시켰다. 상승

형태의머리카락은야망을향해끊임없이 진하는모습

을 내포하고 있으며 머리카락 양쪽에 묘사된 스 링은

머리카락과 연 성이 없는 것으로 이질 사물의

결합 특징이 나타나있다. 주조색으로 붉은 계열을 사용

함으로써 야망을 향한 여인의 강렬한 심리 상을

변하 으며사실 이고정교한묘사를통하여생명력넘

치는 장미꽃을 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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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orks Ⅱ <Ambitions> Courses Ⅱ-1. 2

The combination of disparate objects

Course Ⅱ-1 Course Ⅱ-2 

Color scheme

Material representation

Eyeliner, lipstick, water
paint, foundation

Watercolor, acrylic paint,
black pen

<Table 5> Works Ⅱ <Ambitions> CourseⅡ-3 

The combination of disparate objects

Course Ⅱ-3 

3.3 품Ⅲ<로맨스>

작품Ⅲ<로맨스>는 데페이즈망 기법에서 변형 변

환 특징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공상 인 야릇한 감정을

꿈꾸는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 표 하 다. 여성 나신의

모습을얼굴이라는캔버스 에자연스러운사고로 상

을왜곡･변형시켜묘사함으로써애매모호한형상을담고

있다. 여성의허리에표 된빨간색벨트는남녀간의열

정 인사랑에는아름다운구속도포함되어있다는의미

를 담아 표 한 것이며 사방으로 흩날려져 있는 머리카

락은 남녀간의 격렬한 양상을나타낸것이고 남녀간의

공유와소통을마음의창이라는 에비유하여표 하

다. 캔버스로서얼굴을해석하여비 실 , 비합리 으로

여성의인체를표 함으로써기존얼굴의기능을상실하

다. 곡선 주의 선을 사용하여 체 으로 방향성과

운동성이느껴지며난색과무채색의만남에서강한 비

가 일어난다.

<Table 6> Works Ⅲ <Romance> Courses Ⅲ-1. 2

Modification and conversion

Course Ⅲ-1 Course Ⅲ-2

Color scheme

Material representation

Eyeliner, water-based
paints, foundation

Watercolor

<Table 7> Works Ⅲ <Romance> Course Ⅲ-3

Modification and conversion

Course Ⅲ-3

3.4 품Ⅳ< 탈>

작품Ⅳ<일탈>은 데페이즈망 기법에서 공간의 변조

특성을나타내는작품으로일탈을꿈꾸는인간의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의 얼굴이

실제의 공간에서 벗어나 나무기둥의 공간으로 변조됨으

로써간 인시각 혼란을주면서오묘하고서정 인

분 기가 연출된다.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의 외침을 나무껍질로 빗 어 표 하 으며 부분

벗겨지고 군데군데 남아있는 나무껍질에서 여성이 품고

있는 마음의 짐이 해소되고 있는 정의 의미를 내포하

다. 한색 계열의 색을 작품의 주조색으로 사용하 으

며 수채화의 기법 일반 으로 많이사용되고있는 물

자국 만들기 기법을 사용하여 수채화의 멋을 한껏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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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 이와 반 로 얼굴에 표 된 상은 섬세하고 정

교하게 표 하여 조 인 표 방식의 구조를 이룬다.

<Table 8> Works Ⅳ <Deviation> Courses Ⅳ-1. 2

Modulation of space

Course Ⅳ-1 Course Ⅳ-2

Color scheme

Material representation

Eyeliner, lipstick, water
paint, foundation

Watercolor, acrylic paint

<Table 9> Works Ⅳ <Deviation> Course Ⅳ-3 

Modulation of space

Course Ⅳ-3

4. 결론

실주의는 근본 인 반항 정신으로 억압된 내면

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뒤흔든다. 무의식에서의 꿈과

환상의 융합으로 불가능하다는것에가능성을열어 다.

이러한 실주의는 메이크업의 한 분야인 아트메이크

업(Art Make-up)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아트메이

크업은 인간 상자가원하는바에 따라포장을하는 것

에치 하는메이크업과다른차원으로마음속의감정이

나심리에의해창의 이고독창 인아이디어를도출해

내어 술세계를펼치는메이크업이다. 그러나우리나라

의 아트메이크업의 황은 부분 으로 이루어질 뿐 그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실주의를 재해석하여 용할 수 있는 창조 가치에

해 고찰하여 아트메이크업에 활용되는 새로운 표 기법

의 역을 창출해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과 아

트메이크업의 이론 배경을 고찰한 후, 특성을 도출⋅

분석한다. 이를 토 로 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작품제작을 함으로써 학술 의의와 기 효과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선행연구와 문서 , 인터넷등을토

로이론 배경을연구하 고이를토 로 실주의

의 데페이즈망 기법의 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 결

합, 변형 변환, 공간의 변조 특징을 담아 작품 제작하

다. 주제에 따른 디자인을 이질 공간인 도화지와 얼

굴에 각각 그린 후,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하여 목시키

는 방법으로 제작하 고 컨셉은 인의 욕구이다. 그

에따른작품으로는작품Ⅰ<비상>, 작품Ⅱ<야망>, 작품

Ⅲ<로맨스>, 작품Ⅳ<일탈>이 있다.

작품Ⅰ<비상>은 이 이미지 특징을 나타낸 작품

으로 비상을 꿈꾸는 여성을 표 하 다. 여성의 얼굴에

서 다른 여성의 형체가 나타나면서 여성의 머리카락

이기도하고 날갯짓을 하고있는 다른 여성의 머리카

락이기도한착시 상을일으켜이 이미지의특성이

나타난다.

작품Ⅱ<야망>은 이질 사물의 결합 특징을 나타낸

작품으로 야망으로 가득 찬 인간 내면의 모습을 이마에

서부터머리카락끝까지의공간에장미꽃을배치시켜표

하 다. 머리카락양쪽에묘사된스 링은머리카락과

연 성이 없는 사물로 이질 사물의 특성을 담아

묘사하 다.

작품Ⅲ<로맨스>는 변형 변환 특징을나타낸 작품

으로 남녀사이의 공상 인 감정을 꿈꾸는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얼굴이라는 캔버스 에 여성의 나신을 변형하

여 묘사함으로써 애매모호한 형상을 담고 있다.

작품Ⅳ<일탈>은 공간의 변조 특징을 나타낸 작품으

로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의 외침을 나

무껍질로 빗 어 표 하 다. 얼굴이라는 공간을 다

른공간으로변조시킴으로써간 인시각 혼란과더

불어 서정 인 분 기가 느껴진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수성물감, UV발 물감, 에어 러시물감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본 후 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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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었다.

둘째, 실주의 데페이즈망을 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 결합, 변형 변환, 공간의 변조의 특성을 나

타내는 작품 제작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제작을 통하여 실주의 데페이즈망 기

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학술 의의와 기 효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주의데페이즈망기법의이 이미지, 이질

사물의결합, 변형 변환, 공간의변조특성으로분류하

여 아트메이크업의 표 방법과 특성을 도출한 후 미술

과 메이크업의 목을 통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

역을제시하 다. 한 미술과메이크업분야가 서로

융합･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표 역을 넓힐

수있는방향성을제시하 으며이질 공간인도화지와

얼굴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이미지를 창출해 내어

결합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신선함･낯섦･즐거움을 제

공하 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실주의를 활용한 창

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며이런문제 을안고 추후이에 따른연구자들의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를 기 해보며 아트

메이크업에 용 가능한 표 역과 활동 역이 범

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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