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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deco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ococo 
Age, which displays the most glamorous and elegant decorative beauty, in architecture, 
interior decorations, paintings, and patterns, and to analyze these characteristics and graft 
them onto art masks in a modern way. PieceⅠ is a mixed media piece that based its motif 
on the ceilings and pulpits of the German Vis Pilgrimage Church, which is representative 
architecture of the Rococo Age. It was glamorously produced using gold and cubic 
zirconia. Piece Ⅱ is also a mixed media piece that borrowed its motif from the exterior and 
gazebo of the Sanssouci Palace in Germany, another representative piece of architecture 
from the Rococo Age, and it was produced to clearly display the image of the Sanssouci 

Palace, using emerald and ivory. Piece Ⅲ applies the furniture trends of the Rococo Age 
. Curves in S and C shapes, which can often be found in Chinese furniture, along with 
dark backgrounds, common in portrait paintings, were applied to give a sense of weight 
and dignity. Piece Ⅳ is an application of the fabric patterns of the Rococo Age. Continuous 
patterns of flowers and greenery stems were drawn on the mask to recreate the fabric 
patterns of the age. Piece Ⅴ used the painting 'Swing' of the Rococo Age as its inspiration. 
Lace and ribbon decorations were used to emphasize feminine beauty and express the 
loveliness of the woman that appears in the painting. Piece Ⅵ borrows from the painting 
'Madame de Pompadour' of the Rococo Age and the clothing worn by Pompadour. This 
piece grafted colors and themes through the painting and expressed a fusion of the dresses 
of Pompadour and lace that is clearly displayed in the architecture, paintings, clothing, 
interior decorations, and patterns of the Rococo Age, along with the rocaille (asymmetrically 

shaped decorations that resemble clams), flowers, leaves, stems, and Chinoiserie styles. These 
motifs clearly display the deco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age and these were grafted them 
onto art masks, confirming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new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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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식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로코코 시대

의 예술 양식은 현대사회와 가장 근접한 최적의 

예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예술 양식인 로코코 스타일은 화려함과 

정교함의 정점을 이루었던 예술 양식으로, 현대인

들에게는 사치스러움과 여성적이고 우아한 예술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18세기 문화와 예술이 

유독 섬세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직물 생산 기술의 전파와 기계 발

달 때문이었는데,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큰 공

헌을 하였다(차정윤, 2008). 이러한 로코코 양식

은 시각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파스텔 

톤의 색조와 좌우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곡선을 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인

데, 이를 다양한 장식요소에 반영시켜 우아함과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로코코 양식은 현대 사회

에 이르러서는 패션, 뷰티 및 잡지 화보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로코코 시대

의 스타일은 오브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현대의 아트 마스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아트 마스크는 사람의 얼굴과 흡사하게 생긴 

마스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메이크업 

방법이다(우현지, 2014). 아트 마스크는 마스크 

위에 채색과 회화, 오브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

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는 메이크업 이미

지를 창조해낼 수 있게 함으로써 단순히 아름다워

지는 개념에서 벗어나 메이크업을 하나의 예술 작

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뷰티메

이크업, 환타지 메이크업 등 예술 작품으로 인정

받는 타 메이크업 사조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

재하나 아트 마스크를 통한 메이크업의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로코코 시대를 

모티브로한 아트 마스크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양

한 소재의 오브제를 활용, 현대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아트 마스크를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마스크와 로코코에 관

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로코코 시대

의 건축, 가구, 회화, 문양에 나타난 장식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장식적 특성이 포함된 아트 마스

크 디자인 작품 6개를 제작는데 있다. 본 연구는 

로코코 시대의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장식적 특성

을 현대의 예술적 시각에서 표현하고자 이를 아

트 마스크에 응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

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트 마스크 연

구의 접근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아트 마스크가 

예술적 가치로 대중화 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로코코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양식적 특성

  로코코 시대는 바로크 뒤를 잇는 호화스럽고 

화려했던 시기로, 루이 15세가 즉위한 1715년부터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왕정이 막을 내렸던 1789

년까지 약 74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이다(류민, 2014). 이 

시기는 각각 당시 5세였던 루이 15세의 숙부인 필

립 오를레앙 공의 섭정 시대(1715~1725), 루이 15

세의 직접 통치시대(1723~1774), 루이 16세가 통

치했던 시대(1774~1792)로써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뉠 수 있다. 이중 로코코 양식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는 중기부터 말기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

다(정흥숙, 2009).

  ‘절대왕정’ 시기로 불리며 태양왕으로서 군림하

던 루이 14세 아래에서 벗어난 사회는 새로운 시

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왕권이 약화됨과 동

시에 귀족사회가 서서히 저물면서 문화양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신용석, 1991). 프랑스 사회

는 귀족사회 아래에서의 딱딱한 규칙을 버리고 

좀 더 유연해지게 되었는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예술 양식을 형성하는 씨앗이 되었다(정

흥숙, 2009).

  인간 내면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필립 오를레앙 공이었는데, 

루이 14세의 사망 이후 어렸던 루이 15세를 대신

해 섭정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적으로 막강한 영

향을 끼치게 된다. 필립은 그의 뛰어난 재능 덕분

에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인물이었을 뿐 아

니라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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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서상원, 2006).

  오를레앙 공의 섭정 기간은 8년이었지만 필립 

그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향락을 즐겼고, 그동안 

억눌려있었던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표

현하는 것에 자유로워지자 사회 전반적으로 쾌락

주의와 자유 방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이지은, 2006). 

오를레앙 공은 왕궁을 옮기고 베르사유 궁을 해체

하는 등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였고, 귀족들과 함

께 향락에 젖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에 대한 추구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에 일조하게 되는데, 

이는 스페인과의 무리한 전쟁으로 더욱 가중되었

다(황은실, 1991).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없었던 

귀족사회에서는 오를레앙 공의 섭정 시기가 환영

받았으나 방탕과 스캔들로 얼룩져 왕권이 실추되

었고, 시민들에게는 다시 한 번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안상원, 2008).

  로코코 양식은 바로 이전 시기였던 바로크 양

식의 남성적이고 딱딱함을 약화하여 부드럽게 표

현하였는데, 이는 화려한 색채를 이용한 섬세한 

장식 및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로 귀족계급

의 주거환경을 장식하였고 아늑함과 감미로움이 

가미된 개인의 감성적 체험을 표출하는 소품이 

주를 이루어 제작되었다. 로코코 양식에서는 중

국식 양식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국적

인 느낌 즉, ‘시누아즈리’ 또한 두드러진다(임보나, 

2017). 이렇듯 18세기 프랑스에서 발현하게 된 로

코코 양식은 귀족 문화가 발전하던 프랑스를 중

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로코코 양식

은 1720년 프랑스가 발원지이며, 귀족문화의 중심

지였던 프랑스를 통해 1740년대까지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윤재희, 지연순, 1999). 

로코코 양식은 미술적 양식이 들어가는 모든 작

품, 이를테면 건축, 실내 장식, 회화, 음악, 직물의 

복식까지도 영향을 미쳤다(이나경, 2013). 

2. 건축

(1) 비스 순례 성당

  비스 순례 성당은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 있는 

로코코 양식으로 만들어진 걸작 건축물이다. 성

당의 건축은 1738년, 비스(Wies)라는 작은 마을에

서 발견된 목각 예수 상으로부터에서 일어난 기

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슈타인가텐 수도원의 두 

수도자는 성금요일의 예배를 위해 목조상인 ‘채찍

을 맞은 예수’를 만들었다(안상원, 2008). 예수의 

상처가 생생하게 표현된 목조상은 예배행사가 끝

나자마자 수도회에 소속된 수사들이 이를 방치하

였다. 8년이 지나 시골 아낙네가 이 조각상을 발

견하곤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목각 예수

상의 얼굴 부분에서 물방울이 발견되었다(서상원, 

2006). 이를 그리스도의 눈물이라 여겼고, 이야기

가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독일 뿐 아니라 근처 국

가인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멀게는 이탈리아에서

까지 순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를 본 슈

타인가텐 안의 프레몽트레 수도원장은 발견지 근

처에 순례자들을 위한 성소를 짓기로 결정하게 

된다(임보나, 2017).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

로 비스 순례 교회(Pilgrimage Church of Wies)이

다. 1745년부터 1754년까지 총 9년간 건축하였으

며(안상원, 2008), 도미니쿠스 치머만(Dominikus 

Zimmermann, 1685~1766)이 그의 형인 요한 밥티

스트 치머만(Johan Baptist Zimmermann, 1680~ 

1758)과 함께 로코코 양식의 웅장하고 타원형의 

곡선을 가진 유려한 형태를 이용하여 성당을 완

성했다. 또한 로코코 양식 특유의 절제된 화려함

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성당 실내에 로코코 양

식의 영향을 받아 호화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파열을 통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빛

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만들어내었다. 로코코 양

식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공간과 시설의 연

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교회의 실내는 자

연을 잘 이용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두드

러진다. 성당 내부 전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타원

과 직사각형 형태의 내진이 되어있다. 주량의 기

둥머리는 로까이유의 조개 문양이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성당의 천장에는 예수

의 재림을 구현해낸 요한 밥티스트 치머만의 프

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안상원, 2008). <그림 2>

를 살펴보면, 중앙의 무지개 위에 그리스도가 앉

아서 인간과 신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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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스 순례 성당의 내부
(출처 : https://myhappyroad.tistory.com/51) 

<그림 2> 천장 프레스코화
(출처 :https://myhappyroad.tistory.com/51)

<그림 3> 설교단
(출처 : http://m.blog.daum.net/ysriver21/5668323?np_nil_b=-2) 

(조명희, 2016), 이를 통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부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

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천장 자체가 

하늘과 같이 무한한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분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류민, 2014).    

  설교단의 경우, 모든 로코코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예술적으로 공을 들

여 형상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3>을 살펴보

면, 설교단은 로코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곡선을 이용한 설계가 두드러지는데(안상원, 

2008), 천사가 받치고 있는 아래쪽 부분은 마치 

직주 앞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덮개 또

한 환상적인 형상으로 풍부하게 치장되었음을 찾

아볼 수 있다(두산백과, 2020). 교회 내부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의 기조를 보자면, 주로 분

홍색 기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예수의 성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분홍색의 기조는 복도의 천

국을 상징하는 푸른색의 원주 들과 대조를 이루

며 동시에 어우러진다(안상원, 2008). 교회 내부

를 지배하는 청, 적, 녹색의 색감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의 기본 덕성인 믿음, 사랑, 소

망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의인화된 형상으로써 

설교단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두산백과, 2020). 

(2) 상수시궁전

  화려한 궁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상수

시 궁전은 1745년 프리드리히 2세가 왕위를 물려

받으면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낸 여름 궁전이다(그림 4)(임보나, 2017). 이 궁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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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제보 
(출처: https://blog.naver.com/dreamktg1/221344865243)

<그림 5> 태양의 신 조형물
(출처: https://spreadst.tistory.com/9)

<그림 6> 상수시 궁전 내부
(출처 : https://blog.naver.com/dreamktg1/221344865243)

건축가 벤체슬라우스 폰 크노벨스도르프(Georg 

Wenzeslaus von Knobelsdorff, 1699~1753)에 의해 

로코코 양식의 궁전과 기하학적인 정원 공간의 

구성으로 설계되었다. 당시 왕위에 오른 프리드

리히 2세는 프랑스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따라서 

궁전의 모티프가 된 베르사유 궁전의 영향을 받

아 상수시 궁전 역시 프랑스식으로 지어졌다(남

정화, 2009).

  상수시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에 영향을 받아 

지어졌으나 바로크 양식이 아닌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과 장식 미를 살려 지어졌으며, 로코코 양

식의 건물 구조와 색채를 살려서 건축되었다. 일

반적인 궁전의 정원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

해 딱딱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게끔 지어지는 것

으로 보아 조용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

한 프리드리히 2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안상원, 2008). 상수시 궁전는 베르사유 

궁전과 많이 비교된다. 로코코식 궁전 스타일과 

기하학적 정원 공간의 구성은 베르사유 궁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수시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보다 많이 소박한 특징을 

보여준다(두산백과, 2020).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근심 걱정없는’ 이라는 

뜻이며 프리드리히 2세의 휴식을 위해 지어진 만

큼 상수시 궁전 양쪽에는 <그림 5>와 같이 정원

의 쉼터인 가제보(Gazebo)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림 6>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황금상으로 조각

한 가제보는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이는 눈이나 비, 태양 등 자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휴게소의 역할도 한다. 상수

시 궁전의 실내 장식은 당시 장엄한 바로크 양식 

이후 유행한 전형적 로코코 양식을 보여주고 있

다. 궁전 내부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녹아 있으며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장식의 

바탕이 되어 로코코 양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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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모드 스타일 가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staldo&logNo= 

50112110035&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그림 8> 아플리케 장식
(출처: https://makemone.ru/ko/elektrika/interery-rokoko-kamin-v- 

stile-rokoko-etot-interer-otlichaetsya-primeneniem.html)

<그림 9> 로코코 시대의 중국풍 가구 스타일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89931323788134998/)

3. 가구

  <그림 7>과 같이 직선적인 딱딱한 분위기인 바

로크 시대의 커다란 가구들은 자취를 감추고 벽에 

붙여 실내장식과의 조화를 이룬 코모드(Commode) 

서랍장 형태의 가구가 유행하였다(조은샘, 2019). 

프랑스어로 ‘편리한’이라는 뜻의 일종의 서랍장으

로 새로운 종류의 가구로 17세기 후반에 코모드

가 등장했다. 나무 상자와 캐비닛의 특징을 합친 

코모드는 가구 원래의 목적인 실용적 목적보다 

그들의 취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

럽의 귀족사회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얻으며 발전

하게 된다. 코모드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샤를 

크레상(Charles Cressent, 1685~1768)은 열대 목재

에서만 나타나는 다채로운 색과 화려한 금동장식

으로부터 나오는 조각적인 에너지 간 시너지 효

과를 세심하게 이용한 디자인으로 유명했다(조한

솔, 2014). 특히 샤를 크레상의 코모드에서는 새

틴 나무를 사용하여 작품이 더 화려하고 장엄해 

보일 수 있게 하였다. 코모드의 장식을 보면 엇갈

려 있는 종려나무 잎 무늬를 비롯해 C자형 소용

돌이 문양, 투각한 소용돌이 장식을 결합하여 크

레상의 디자인 중에서도 전형적인 로코코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소용돌이 장식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용의 머리에서 끝나는 서랍 손잡이의 자연

스러운 형태는 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로코코 양식 장식의 근원인 로카이유 문양은 

장식 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귀

부인들은 더욱 화려한 실내장식을 위하여 로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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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퐁파두르 부인
(출처: https://m.blog.naver.com/jch0400/60134111650)

<그림 11> 그네 
(출처: https://m.blog.naver.com/ktv520/220870008546#)

스타일의 생활용품과 장식품으로 채워 과시하였

다(이나경, 2013). <그림 8>과 같이 아플리케

(Applique)는 벽에 고정해 놓은 촛대를 말하며 방

안에 늘 고정되어있는 붙박이 오브제 역할까지 

하면서 실내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금칠한 

청동으로 만든 촛대로 식물의 줄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다(이지은, 2006). 

  로코코 시대에 유행하던 시누아즈리(Chinoiserie)

는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중국식’, 

혹은 ‘중국풍’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 등장한 때는 

바로크 시대이지만 이를 독창적인 양식으로 발전

시킨 것은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시누아

즈리는 중국의 예술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서양화시켜 실내장식을 하는 것에 이

용하였다. 이는 중국풍의 판타지에서 우러나온 

것이 대부분이다(안상원, 2008). 시누아즈리는 

17~18세기 유럽 왕족과 구족들이 열광했던 <그림 

9>의 중국풍 취미를 말한다. 대항해(大航海) 시대

의 시작으로 실내장식, 정원 건축, 도자기 생산뿐

만 아니라 고급직물의 자수까지 장식의 전 분야

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양 가구 위에 붙은 

칠기 판을 떼어다 가구에 붙이거나 혹은 칠기를 

모방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의 독특

한 가구가 탄생하였고, 특히 옷칠 가구가 귀족 여

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다(지정아, 

1999). 이렇듯 로코코 시대의 건축 외형이 아닌 

실내건축을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려 하였

음을 알 수 있으며 곡면과 곡선을 사용하여 여성

스러움을 강조하고 장식요소를 통하여 사치스러

움을 극대화시켰던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4. 회화

  로코코 시대의 회화는 현실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행복, 쾌락 등의 감정을 표현하였

던 예술이다(신화영, 2006). 바로크 시대를 이어 

등장한 로코코 시대의 미술 활동 무대는 교회와 

왕실 문화 위주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과 함

께 살롱문화 위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덕분에 

많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조한솔, 2014). 바로

크 시대의 미술에서 주로 쓰였던 유동적 조형 요

소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바로크의 변형이라고 생

각될 수 있지만(조정문, 2006), 로코코 미술은 바

로크 미술보다 감성적 표현과 관능적 정서를 가

미하여 자유스럽고 유희적인 경향으로 바뀌면서 

대조적 모습을 보인다. 즉, 남성적이고 경험적이

었던 바로크 양식과 반하여 로코코 양식은 여성

적,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조명희, 2017).  

  프랑수아 부셰(Francois Boucher, 1703~1770)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Honore Fragonard, 

1732~1806)가 로코코 미술의 대표 화가로 부상하

게 된다(조한솔, 2014). 프랑수아 부셰는 프랑스 

왕궁의 정부 마담 퐁파두르의 총애를 받아 그녀

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으며, 그 시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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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망한 아름다움을 그리스 신화에서 취재하여 

구체화하였다(한혜성, 2008). 주요 작품으로는 그

가 존경하였던 인물의 초상화였던 <그림 10>의 

‘퐁파두르 부인’,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따운 

‘다이아나의 목욕’ 등이 있으며 화사하고 아름다

운 색채를 주로 이용하여 표현하였다(조정문, 

2006). ‘퐁파두르 부인’에서는 퐁파두르 부인의 아

름다움을 화려하게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파두르 부인의 드레스 자락 위의 빛과 그

늘은 화려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매력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김수현, 

1991).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는 프랑수아 부셰의 제자

로서 화려한 색채와 세련미 있는 그림을 그려냈

다(임보나, 2017). 주요 작품으로는 로코코 시대

의 가장 대표적 그림인 ‘그네’가 있다. <그림 11>

의 ‘그네’는 로코코 시대의 귀족들 사이의 은밀한 

풍류의 모습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하여 그 

당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던 미술 후원자들, 즉 

귀족의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로코코 시대에는 와토, 부셰, 프라고나르 외에

도 많은 화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화가들이 장

식용 그림을 주문받아 그렸다. 따라서 주제가 모

두 비슷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았다(조한솔, 2014). 그림 대부분이 

에로틱한 사랑을 주제로 하였기에 로코코 시대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한 쾌락 문화를 아름

답고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정화, 2009).

   

5. 문양

  로코코 시대의 실내장식은 살롱문화에 의해 변

화하였고, 섬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형태로 

실내장식문양에 잘 나타나고 있다. 로코코 시대

의 장식요소인 조개 모양이나 자연물 형상뿐만 

아니라 C자나 S자 같은 문양과 비대칭형 문양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장군호, 2002). 자잘한 문

양, 신비하고도 밝은 분위기, 경쾌하며 여성스러

움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자유분방한 감성의 표현

을 <그림 12>와 같이 플로러(Floral) 패턴으로 나

타나게 되었고 좌우가 비대칭적인 아칸서스의 잎

과 같은 S자 곡선이 가미가 된 문양은 로코코 양

식의 전형이 탄생하였다(김미정, 2017). 로코코 

초기 직물은 잎사귀들이 꽃보다 중심이 된 복잡

하고, 호화찬란한 느낌을 주는 형태였는데(남정

화, 2009), 이 디자인들은 17세기 말 경향을 답습

하는 경우가 많아 모티프(motif)에서도 꽃보다는 

잎사귀 형태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실물보다

는 추상적인 잎사귀들이었고, 여러 종류의 잎사귀

들이 각양각색으로 뒤섞여서 평면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루이 15세 시대 양식의 

특징으로, 그 시대 정원에 주로 장식되었던 로카

이유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홍을미, 1979). <그

림 13>과 같이 직물의 색상 사용에서도 은근한 

느낌을 주는 색상, 특히 푸른색과 장미색, 녹색 

등을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세련되게 표현하였

다. 특히 루이 15세 시대 직물 색조에서의 붉은 

계통과 푸른 계통의 색이 유행하였으며, 루이 16

세로 넘어가서는 갈색과 보라색을 배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정흥숙, 2009).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로코코 시대의 자수 

또한 화려했는데, 자수 장식을 즐겼던 루이 16세

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초록색과 겨자색

을 좋아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화초와 줄기의 연

속문양, 카네이션의 연속문양, 나무와 건물, 깃털

과 화, 꽃과 과실, 꽃과 리본, 줄무늬 레이아웃의 

꽃, 꽃과 레이스, 새, 로카이유 문양과 꽃 그리고 

전원풍경 등이 사용되었다(신화영, 2006). 꽃문양

에서는 비대칭적 구성의 실제로 묘사된 꽃문양이 

나타났다(이선화, 2003). 좌우대칭의 전통이 이렇

게 깨지게 되고 동양과 무역 또한 잦아지면서 동양

문화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류민, 2014). 

  로코코라는 양식 명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로카

이유(rocaille)와 꼬끼유(coquille)에서 유래되었다

(정흥숙, 2009). <그림 14>의 로카이유란 프랑스

어에서 유래된 단어의 축소어로 정원의 장식에 

사용된 조개껍데기나 혹은 작은 돌의 곡선을 뜻

한다, 특히 조개껍데기가 사용되다 보니 곡선이 

많고, C자나 S자를 응용한 형태의 양식이나 장식

품이 많이 나타난다(안상원, 2008). 르네상스 시

대가 시작되면서 왕비의 정원에 인공동굴을 만드

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로카이유는 인공동굴 내부

에 장식으로 쓰였던 자갈 혹은 조개껍질을 의미

하기도 한다(이지현, 2006). <그림 15>와 같이 시

대가 변하면서 로카이유의 쓰임은 점점 확장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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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로카이유 양식
(출처 : http://ars.mkp.emokykla.lt/Ars2/9_rokoko/rokoko_tekst.htm)

<그림 13> 로카이유 양식 장식품
(출처 : https://blog.naver.com/johyeinhijo/220867513458)

<그림 14> 초기 촘촘한 문양
(출처 : 신화영(200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p.8.)

<그림 15> 후기 잔잔한 문양
(출처 : 차정윤(2008). 중국 예복 디자인 개발 연구, p.43.)

시작되었고, 실내 벽면 장식에까지 이용되기에 이

르렀다. 기존에 사용되던 로카이유 와는 다르게 

더 세련되고 화려한 문양을 시공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것이 바로 로카이유 무늬를 뜻한다. 로카이

유 무늬는 틀이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한 곡선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곡선적인 로카이유 

무늬가 널리 사용되던 것에서 로코코 양식의 뿌

리를 찾을 수 있다(서상원, 2006). 또한 영국 화가

인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는 

‘S’자 형태의 곡선이 자연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

으로서 모든 로코코 장식품의 핵심적인 표현법이

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류민, 2014). 곡선은 리드

미컬함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밝으며 세련된 귀족 

취미가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곡선의 감각이 우

아하고 여성적이면서 인공적이고 실내적인 특색

을 지니고 있다(조한솔, 2014).

Ⅲ. 작품제작

1. 작품 제작 방법 및 의도 

  본 작품에서 전반적인 색감과 재료는 로코코 

시대의 건축, 가구, 회화, 문양에서 착안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오브제는 3D 프린트를 활용

하였고 그 이외에 철이나 통 망사 등을 사용하였

다. 3D 프린터는 열가소성 수지 적층가공 방식

(FDM)으로 출력되는 신도리코 EC) F1 제품을 사

용하여 출력하였다. 출력과정에 앞서, 마스크의 

크리에 맞춘 외형 틀에 대한 스케치를 작성하였

다. 3D 모델링 및 스케티는 Fushion 360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3D 프린터의 조형 가

능 크기보다 큰 이유로 바디 파트를 총 8개 파

트로 나누어 stl 파일로 저장하였다. stl 파일을 

g-code로 변환하기 위해 3DWOX 슬라이서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재료는 PLA의 필라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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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식요소 및 특징

작품명 장식적 특성 특징 색채 일러스트

Ⅰ

건축

비스

순례 교회

S자형

C자형

로카이유 무늬

좌우 불균형

Blue

Sky Blue

Gold

Pink

White

Black

Ⅱ
상수시

궁전

S자형

로카이유 무늬

Emerald

Ivory

Gold

Black

Ⅲ 실내장식 가구

S자형

C자형

시누아즈리

Dark Orange

Brown

Black

Gold

Silver

Ⅳ

회화

그네

C자형

부드러움

여성스러움

신비함

경쾌함

Gold

Pink

Purple

Black 

White

Green

Silver

Ⅴ
마담 

드 퐁파두르

우아함

무게감

여성스러움

Sky Blue

Blue

Blue Green

Black

Silver

Pink

White

Ⅵ 문양 플로러 문양

밝음

경쾌함

여성스러움

S자형

Emerald

Gold

사용하였고, 보다 정확한 색 구현을 위해 후가

공을 거친 뒤 락카로 출력물에 색을 입혔다. 로

코코 시대의 각 유형별 장식적 특성이 잘 들어

나 있는 로카이유(조개 형태 장식), 꽃·잎사

귀·줄기 등, 시누아즈리 양식 등을 선정하여 

총 6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은 건축을 모티브

로 한 작품 2점, 가구를 모티브로 한 작품 1점, 

회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2점, 문양을 모티브로 

한 작품 1점으로 연출하였다(표 1). 

2. 작품 제작

1) 작품 Ⅰ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 25

- 25 -

<표 2> 작품 Ⅰ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Ⅰ

장식적 특성 건축(비스 순례 교회)

제작 시기 1746년

디자인 모티브

특징 S자형, C자형, 로카이유 무늬, 좌우 불균형

사용 재료 금속 철제, 아크릴 물감, 반짝이, 큐빅, A4용지

색채 Sky Blue, Blue, Gold, Pink, White, Black

<그림 16> 작품 Ⅰ

  로코코 시대 중 1746년의 건축물인 비스 순례 

성당에서 작품 Ⅰ의 디자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작품 Ⅰ은 비스 순례 성당을 모티브로 한 작품

으로, 설교단을 묘사하기 위해 작품의 양옆에 

EVA를 부착하여 로코코의 과도한 장식의 진수를 

아낌없이 선보이는 형태를 나타냈다. 로카이유와 

곡선을 사용해 정교하게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호화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 비스 순례 성당의 

내부를 연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비스 순례 성당

의 천장에서 영감을 받아 Blue, Pink 그리고 

White을 사용하여 배경을 완성하였다. 이는 천상

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시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끌어낸다. 네크라인에 로카이

유 문양을 감싸서 로코코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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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Ⅱ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Ⅱ

장식적 특성 건축(상수시 궁전)

제작 시기 1748년

디자인 모티브

특징 S자형, 로카이유 무늬

사용 재료 금속 철제, 아크릴 물감, 반짝이, 큐빅, 레이스, 3D 프린트, 펠트지

색채 Emerald, Ivory, Gold, Black

천국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연출하여 교회 내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메이크업 표현 방법은 전체

적으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배경 및 마스크

를 채색하였다. 로카이유 문양과 같은 조개 형태 

장식의 느낌을 주기 위해 세필 브러쉬를 사용하

여 세밀하게 그렸으며, 네일 도구인 도트 펜을 이

용하여 크고 작은 원으로 로카이유 문양과 어우

러지게 표현하였다. 배경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프레스코화 느낌을 연상케 하였다. 마

스크 디자인은 핸드페인팅 기법과 꼴라주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배경 디자인은 EVA에 열을 가

하여 볼륨감을 주어 부착하거나 설교단 형태를 

연상케 하는 C자 곡선과 S자 곡선을 활용하여 연

출하였다(그림 16).

2) 작품 Ⅱ

  로코코 시대 중 1748년의 건축물인 상수시궁전

에서 작품 Ⅱ의 디자인 정보는 <표 3>과 같다.

  <그림 17>의 작품 Ⅱ는 상수시궁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가제보를 묘사하기 위해 3D 프린트

를 사용하여 가제보의 조형적 형태를 만들어 부

착하였다. 3D 프린트를 가제보 모양과 흡사하게 

제작하였고, 가제보의 상징인 상단에 있는 금 철

제에서 영감을 받아 태양의 신을 표현하여 입체

감을 살려 독특하게 연출하였다. 또한  3D 프린

트에 Emerald를 사용하고 배경은 Ivory으로 연출

하여 상수시 궁전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3D 프린트의 양측에 금속 철제를 부착하여 로코

코 시대의 상수시 궁전 내부의 우아하고 아름다

운 곡선 장식을 표현하였다. 메이크업 표현 방법

은 상수시 궁전에 주로 사용된 색상을 이용하여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마스크 디자인은 

세필 브러쉬를 이용하여 핸드페인팅 기법을 활용

하였다. 가느다란 세필 브러쉬를 사용하여 로카

이유 무늬를 정교하게 그렸으며, 배경 디자인은 

상수시 궁전 내부에 위치한 가제보 형태를 표현

하고자 3D프린트를 사용하여 건축의 특성을 부각

한 디자인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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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작품 Ⅱ

<표 4> 작품 Ⅲ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Ⅲ

장식적 특성 실내장식품(가구)

제작 시기 17세기 후반 ~ 18세기 후반

디자인 모티브

특징 S자형, C자형, 시누아즈리

사용 재료 금속 철제, 아크릴 물감, 반짝이, 큐빅, 시스루 천

색채 Dark Orange, Brown, Sliver, Gold, Black

3) 작품 Ⅲ

  로코코 시대 중 실내장식품인 가구에서 작품 

Ⅲ의 디자인 정보는 <표 4>와 같다.

  <그림 18>의 작품 Ⅲ은 로코코 시대의 시누아즈

리 중국풍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작품으

로, 귀족 여성들의 사치스러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식을 한 작품이다. 트레이서리 장식, 스크롤 위

크 그리고 중국식의 스타일에서 모티브를 얻어 

금색 장식으로 마스크의 이마와 목 부분을 감싸

서 장식하였다. 귀족 여성들은 머리를 높이 올려 

화려한 보석들 등을 장식하여 부와 신분을 표현

한 것을 이마의 화려한 장식을 통해 사회적 신분

을 상징하도록 했다.

  또한 귀족 여성들의 초상화에서 자주 보이는 

어두운 계열의 배경색을 사용하였다. 로코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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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작품 Ⅲ

<표 5> 작품 Ⅳ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Ⅳ

장식적 특성 회화(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

제작 시기 1767년

디자인 모티브

특징 C자형, 부드러움, 여성스러움, 신비함, 경쾌함

사용 재료 레이스, 리본, 밧줄, 조화, 큐빅, 반짝이, 펠트지, 아크릴 물감

색채 Gold, Black, Pink, Purple, White, Green, Silver

대 초상화를 그린 화가들에게 나타난 스타일은 ‘S’

와 ‘C’ 곡선을 연출하여 부드러운 곡면과 우아한 

선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메이크업 

표현 방법은 배경과 마스크 모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배경은 그라데이

션 기법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였

다. 시누아즈리 양식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Gold 

색상을 활용하였고, Gold 색상이 돋 보일 수 있도

록 채도가 낮은 색상을 배경에 채색하였다.

4) 작품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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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작품 Ⅳ

<표 6> 작품 Ⅴ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Ⅴ

장식적 특성 회화(부셰 ‘마담 드 퐁파두르’)

제작 시기 1750년

디자인 모티브

특징 우아함, 무게감, 여성스러움, 곡선

사용 재료 레이스, 펠트지, 플라스틱, 아크릴 물감, 시스루천, 통망사, 큐빅

색채 Sky Blue, Blue, Blue Green, Black, Pink, White, Silver

  로코코 시대 중 1767년의 회화인 그네에서 작

품 Ⅳ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5>와 같다.

  <그림 19>의 작품 Ⅳ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에서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여인의 드레스 

색감을 통해 파스텔 톤으로 사랑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화를 사용하였다. 그네

의 상징인 밧줄을 표현하기 위하여 밧줄을 사용

하여 꽃 왕관을 만들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 시

켰다. 또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젊은 남자와 그

네를 타는 여인에서 연감을 받아 마스크 전체에 

꽃 덤불을 마스크 전체에 둘러서 화사한 분위기

를 연출하였다. 풍경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태양 

빛을 Gold 색 펠트지를 사용하여 그림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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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작품 Ⅴ

<표 7> 작품 Ⅵ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Ⅵ

장식적 특성 문양(플로러 문양)

제작 시기 18세기 초반 ~ 18세기 중반

디자인 모티브

특징 밝음, 경쾌함, 여성스러움, S자형

사용 재료 펠트지, 아크릴 물감, 큐빅

색채 Emerald, Gold

지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효과를 주었다. 메이

크업 표현 방법은 주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C자 곡선 느낌을 디자인하기 위해 

브러쉬를 활용하여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비대칭

적인 굴곡 형태를 표현하여 마스크 디자인을 표

현하였다.

5) 작품 Ⅴ

  로코코 시대 중 1750년의 회화인 마담 드 퐁파

두르에서 작품 V의 디자인 정보는 <표 6>과 같다.

  <그림 20>의 작품 Ⅴ은 부셰가 그린 초상화 작

품 중 하나인 ‘마담 드 퐁파두르’와 퐁파두르의 복

식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작품으로, 퐁파두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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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작품 Ⅵ

초상화의 배경은 깊은 색조의 푸르스름한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연감을 받았다. 외모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웠지만 다른 귀족 여자들에

게 없던 높은 교양과 지적 매력을 무기로 내세웠

던 여성인 점을 나타내기 위해 작품에서 전체적

인 채도를 낮추어 무게감을 두었다. 차가운 은회

색 빛을 사용하였고 밝고 선명한 푸른색 계열부

터 어두운 푸른빛을 최대한 응용하였다. 또한 복

식에서 보여지는 프랑스식의 풍성한 드레스를 표

현하기 위해 네크라인 주변에 레이스를 사용하고 

시스루 천에 입체감을 주어 곡선을 이미지를 차

용하였다. 장식으로 쓰인 리본의 은은한 분홍색

을 연출하기 위해 연분홍 시스루 천을 더하여 여

성스러움을 더하였다. 또한 당시대의 장식요소인 

코사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꽃송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넥 스타일을 강조하여 

아트 마스크의 우아함과 관능적인 분위기를 더하

였다. 메이크업 표현 방법은 배경과 마스크 모두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리본의 

볼륨감을 강조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기위해 곡선 

느낌의 형태로 연출하였다.

6) 작품 Ⅵ

  로코코 시대 중 플로러 문양에서 작품 Ⅵ의 디

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표 7>과 같다.

  <그림 21>의 작품 VI은 직물문양에서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로코코 초기에는 꽃과 과실 등의 전

체 무늬가 표현되었지만 점점 무늬가 작아지면서 

감각적이고 세련되어졌다. 푸른색, 장미색, 녹색

등의 은근한 느낌을 주는 색상과 다채로운 색조

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완성했다. 꽃과 화초의 줄

기의 연속문양을 사용하여 한층 더 로코코 시대

의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실물보다는 추상적인 

잎사귀들이 로코코 시대의 잎사귀 형태와 비슷하

여 잎사귀의 명암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비대칭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같은 계통의 꽃

이나 잎사귀 보다는 여러 종류의 잎사귀와 꽃들

이 각양각색으로 뒤섞여 있는 디자인으로 전체적

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로카이유 문양이 반영된 

장식을 작품 테두리에 붙여 연출하여 로코코 양

식에 어울리게 연출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꽃무

늬는 아트마스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장미꽃 문

양을 변형하여 표현되었다.

  메이크업 표현 방법은 핸드페인팅 기법을 마스

크에 사용하여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였다. 세

필 브러쉬와 펜 브러쉬를 활용하여 플로러 문양

의 특성을 부각한 디자인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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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아트 마스크는 사람의 얼굴과 흡사하게 생긴 

마스크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예술 영역으로, 예술

성을 다양한 방법과 소재로 표출하는 수단이자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분야로서 작품 속

에 의미를 주는 예술 분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특성에서 모티

브를 얻어 총 6 작품의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특

성에서 모티브를 얻어 아트 마스크 작품을 제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품 Ⅰ은 로코코 시대의 건축에서 비스 순례 

교회의 천장과 설교단을 모티브로 한 믹스미디어 

작품으로 골드 색과 큐빅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배경색을 3가지로 선택하여 환상적

이고 무한한 공간이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특히 

로코코 양식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마스크 전체

에 로카이유 문양의 천을 둘러 호화스럽게 연출

하였다. 작품 Ⅱ는 로코코 시대의 건축에서 상수

시 궁전의 외관과 상수시궁전 내의 건축물인 가

제보에서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에메랄드색, 상아

색을 통해 상수시궁전이 연상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상수시궁전 내부를 표현하기 위해 로카이유 

문양의 금속 철제를 사용해 우아함과 화려함을 

연출하였다. 

  작품 Ⅲ는 로코코 시대의 가구를 모티브로 응

용한 작품이다. 중국풍 가구에서 나타난 ‘S’와 ‘C’ 

곡선과 회화의 초상화에서 주로 발견되는 어두운 

계열의 배경을 작품에 표현하여 무게감과 위엄을 

표현하였다. 또한 귀족들의 사치와 화려함을 극

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골드 색의 장식을 접목

하였고 골드 색 장식은 꽃과 곡선을 사용하여 여

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작품 Ⅳ는 로코코 시대

의 회화 작품인 ‘그네’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사랑스러운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스와 리본 

장식으로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주 소재였

던 꽃과 나뭇잎을 과장되게 디자인하여 화려하고 

심미적으로 보이게 연출하였다. 작품 Ⅴ는 로코코 

시대의 회화 작품인 ‘마담 드 퐁파두르’와 퐁파두

르가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응용한 작품이다. 프

랑스 왕궁의 총애를 받았던 프랑수아 부셰의 화풍

을 응용한 작품으로 부셰의 그림을 통하여 색감과 

주제를 접목하였고 퐁파두르의 드레스와 레이스 

등을 융합하여 아트 마스크에 표현하였다. 아울러 

큐빅을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여 우아하게 연출

하였고 플라스틱으로 코사지를 만들어 마스크의 

상부와 하부에 비대칭적인 배치를 하여 예술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Ⅵ 로코코 시대의 문양에서 응

용한 작품으로 문양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마

스크 위에 꽃과 화초 줄기의 연속문양을 그려 표

현하였다. 각양각색의 꽃과 잎사귀들로 구성하여 

섬세하고 다채롭게 연출하였다. 

  현재까지 로코코 시대의 예술 양식을 토대로 

아트 마스크 작품을 제작한 선행연구가 미미한 

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트 마스크의 영역

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적 가치로서의 아트마

스크의 대중적 가치의 연구 또한 이어지길 바란

다. 본 연구를 통해 로코코 시대의 장식적 특성을 

마스크에 접목시켜 디자인을 고안하여 다양한 모

티브를 제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도 최첨단 방식인 3D 프린트를 사용하여 조형 예

술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트 마스크 메이크

업 디자인 작품을 창조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뷰티 디자인에서도 다양

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기를 바라며, 후

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트마스크를 제작하는 과

정에서 색상의 톤이나 디자인 테마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보여질 수 있기에 향후

에는 조금더 구체적인 디자인 테마와 자료가 제

시되는 작품 제작을 할 수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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