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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tudy Study Study Study of of of of eroticism eroticism eroticism eroticism Make-up Make-up Make-up Make-up that that that that is is is is expressed expressed expressed expressed in in in in visual visual visual visual 

advertisementadvertisementadvertisementadvertisement

Nam, kum- hee

Adviser: Prof. Han, sun- ju

Departmet of Beauty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Eroticism in modern advertisement is the best way to be noticed by 

clients and is got on people nerves. it brings physical voluntarism. 

Consumer is choose the eroticism because they need satisfactions that 

are a way to have their problems; a sense of alienation, socially and 

individual desires.

In the past, commonly eroticism was thought a just sexual act but it is 

not a true. this feeling is a good point for advertisement.

Make-up that is based on eroticism expresses showing-off, a sexual 

stimulus and carnal pleasure and it is organized a modeling, a material 

being, colour sensation.

Glossy make-up brings on pure feeling and sex appeal and strong 

feminine for deeply sensational feeling. 

And smoky make-up produces intellectual eroticism, dramatic 

eroticism. also surplus expression of showing-off that is tattoo and 

snobbery represents mechanism and decadence.

In Advertisement, expression method consists on direct expression, 

indirect expression, symbolic expression and fantastical expression.



- ix -

make-up in direct expression reflects simple and healthful skin, 

make-up in symbolic expression and fantastical expression reflects 

various expressions with bold colours.

In result, eroticism make-up purpose to help making effective 

advertisement and discriminative advertisement. 

Eroticism make-up will  be the best solution to appeal to the buyer and 

expression of make-up that is based on pure emotions and sexual tangle 

is developed by the needs of the times and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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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론서론서론서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절절절.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과 목적과 목적과 목적과 의의의의의의의의

  현대에는 섹시하다는 것이 최고의 찬사로 등극한 요즘 ‘섹시하다’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육체적 매력을 과시하
고 어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숨기거나 수동
적인 자세로만 그치지 않는다.  
 원시시대부터 존재해온 본능적 욕망인 성애에 대한 강한 욕구가 무의식 안
에 잠재되어 있어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여러 예술 활동과 생활전반에 
에로티시즘이라는 표현 양식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1) 이처럼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강렬한 욕망인 성애는 사회, 도덕, 제도, 문화 등 인간의 전 영역
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자기 표현적이고 육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현시대에 
상품의 판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에로티시즘이 마케팅 전략으로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 이후 대중문화의 발달과 화장품의 공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과 패션
의 다양한 흐름으로 메이크업은 인체에 직접 표현하는 예술 활동으로서 성적 
매력을 표출하며 단순히 외형적 美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심리의 표현수단이며 개성표출의 한 방향으로 그 의미해석이 넓어지는 추세
이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시시각각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
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좀더 어필 할 수 있도록 주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으로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을  활용하고 표현양식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도착적이고 자극적인 노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5년 캘빈클라인 청바지 광고캠페인은 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았
1) 이경화.한명숙,“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복식문화연구,제7권 제1

호,1999,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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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소비
자단체와 여성단체 등에서 광고 유해론을 여론화시키기도 하였으며2), 심의
의 범주가 약한 인쇄매체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는 에
로티시즘이 관능적, 감각적 정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그 표현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현시대를 반영하는 문화적 요소이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 메이크업의 에로티시즘 
표현은 다양한 컬러와 제품들로 인간의 성에 대한 욕구와 사랑에 대한 열망
과 갈등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고속의 다양한 에로티시즘 메이크업 표현을 분석하여 현대 토
탈 패션의 한 분야로서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이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에
로티시즘의 개념이 단순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행위로만 해석되기 쉬우나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광고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에로티시즘의 표현과 마케
팅적 전략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
고 시각적 광고에서는 에로티시즘이 직접적, 간접적, 상징적, 환상적 특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에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과 사례를 분석 
해보고자 한다.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이 광고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이 되며, 
단순히 도발적이며 도착적인 성행위로 귀결되지 않고 그 본질적의미가 재해
석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절절절.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 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2005년 4월 현시점까지 보그(Vogue), 
노블레스(Noblesse), 엘르(Elle)등의 패션지에 표현된 광고 에로티시즘 메이
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엄기서, “TV와 인쇄 매체에 있어서의 현대 광고의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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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밝힘으로써 연구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에로티시즘의 정의와 유래에 대해 선행 논문과 
참고 문헌을 통해 에로티시즘의 참 뜻을 연구하였으며, 광고의 개념과  특성
을 서술하였으며 광고메이크업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광고에서 에로티시즘을 선택한 동기와 에로티시즘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의 심리를 살펴보고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심리적 측면을 자
기 과시적 심리, 성적자극 심리, 성적쾌락 심리추구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에로티시즘 광고메이크업의 조형적요소를 분석하고 에
로티시즘 광고의 표현특성을 분류하여 표현특성을 밝힘으로서 21세기의 에
로티시즘 메이크업 트랜드를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히었다.  
 이와 같이 연구방법에서 패션과 메이크업 광고와 관련된 서적 인터넷 자료 
들을 참조하였고, 시각적 자료의 이용으로는 패션잡지 뷰티관련 잡지에 수록
된 사진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만으로는 에로티시즘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모델
의 표정과 자세, 의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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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장장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 제 제 제 1 1 1 1 절절절절. . . .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에로티시즘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에로티시즘은 그리스 신화속의 사랑의신 에로스(Eros)에서 유래되어 정신
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에 그 의미를 두고 ‘성애’의 뜻으로 사용되고 오고 
있으며 성행위는 본능적 인간의 욕망이지만 종족보존 이라는 생식적 임무 수
행의 수단으로 그 자체가 에로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에로티시즘의 사전적 의미로는 “관능적 사랑, 성욕, 성애적 경향, 호색적 기
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되어있으며 그리스 신
화 에로티시즘은 풍요로움의 상징인 폴로스 왕자와 결핍과 갈구의 상징인 여
자거지 페니아 사이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 에로스를 지칭하며 이 신화의 에
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며 본능적 욕망과 정신적 갈구 등의 이중성적
인 의미로 나타났다.3)
  플라톤(Platon)4)의 ‘향연’에서는 에로스를 통해 지혜, 미, 선의 경지로 나
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에로스는 감각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로서 성적 의미를 승화시켜 철학적 용어로 그 의미를 재해석 하였
다.
 르네상스 이후 근대 심리학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창조적 정신과 활력적 성을 
만들어 내고 남과 융화하고 지식에 대한 정열을 고취시키며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석 하였으며 프로이드(Proide)5)는 리비도(Libido)6)를 

3) 이경화,한명숙,op.cit., p.129

4) 플라톤(Platon):BC429~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형이상학의 수립자,아테네 출생,저서<향연>에서는 

육체의 미에대한 추구에서 영혼의 미에 대한 추구로 승화를 표현.네이버 백과 사전

5) 프로이드(Proide):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과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6) 리비도(Libido):정신분석학 용어로 성본능,성충동,성에너지의 뜻으로 쓰임, 네이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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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하는 인간본능의 발로로서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표출되며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방아쇠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리비도는 무의
식의 영역을 지배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존재하며 사춘기를 거쳐 생리적 변화
와 더불어 성 기능의 성숙 호르몬 변화들로 이성간의 대상관계를 통해 성취
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적응과 통합을 이루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억압을 받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히스테리적 정신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에로틱한 상상이나 충동을 실험함으로써 예술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에로티시즘은 사랑의 실천과 그것
을 의식화 하는 것이며 성행위 자체가 에로틱한 것이 아니라 성애적 의미를 
암시하고 표현하는 것이 에로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능적 욕망과 생식행위 와는 무관한 심리적 기반에서 발생되며 에
로티시즘은 인간의 전통, 신화, 종교, 예술 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로티시즘이 없는 성관계는 성기능을 번식으로 한정 짓는 동물적 차원과 
다를 바 없다.
  바이따유(Bataille)는 에로티시즘과 단순한 성적욕망을 구별하고 공리적인 
성적행동과 에로티시즘은 서로 대립한다고 전제하면서 “아기출산과 생식 등
의 자연본래의 목적과는 별개의 인간의 죽음까지 파고드는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식과 생식의 특수한 형태로 보았다. 이처럼 에로티시즘의 다양한 의미
는 현대에 와서  과도한 에로티시즘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상품화되어 버리고 
병적으로 기교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의 참뜻은 성실, 
안정, 합리적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7) 
에로티시즘에는 육체적 에로티시즘과 심정의 에로티시즘, 신성의 에로티시즘
으로 볼 수 있으며 육체적 에로티시즘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유희성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심정의 에로티시즘은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연인들 사
이에 존재하며 정신적 공감과 애정이 육체적 에로티즘과 공존하며 존재한다. 

7) 비따이유 조류쥬, “에로티시즘”, 민음사,188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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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성의 에로티시즘은 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에로
티시즘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반을 둔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따
라서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섹스로 귀결시키려는 비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본성으로 재평가하고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2. 2. 2. 에로스 에로스 에로스 에로스 유래유래유래유래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속의 인물이며 “원하다, 부족하다, 염원하다, 없는 것
을 욕망하다, 사랑을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 신화속 에
로스는 영원의 고통을 견뎌내고 사랑의 희열을 얻는 인물로 묘사되어 아폴레
이우스의 “변형담”, 헤르메스의 “신들의 사자” 등에 다른 민담에도 자주 사용
되는 소재로 쓰인다.8)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톤 “에로스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을 만들어 내게 해
주고 남과 합일하도록 하며 지식에 대한 정열과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충
동이다”라고 하였고 철학적 의미 에서 에로스의 참 뜻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스에서는 에로스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생각
하여 신화 속 위엄 있는 군신 아레스도 에로스 신의 화살에 맞아 사랑에 포
로가 되고 지혜의 신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 되어 신
들 마저도 사랑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그려진다.
이처럼 에로스는 그리스를 지배하는 힘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에로스는 
인간의 상상력을 고취하며 육체적 쾌락이 아닌 사랑의 결과로서 이해하게 된
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절절절. . . .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의의의의의의의의
 광고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요소로 
8) 네이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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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광고를 보고 들으면서 살아간
다. 어떤 학자는 광고를 자본주의 사회의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광고는 이제 싫든 좋든 우리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또
한 광고 산업 자체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광고관련 직업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광고에 대한 담론은 이제 광고계의 일부 사
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
다.9) 
 광고는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언어, 문자, 음악, 영상 들을 이용
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심리적 작용을 구매 행동으로 연
결되도록 하는 상업적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광고는 대중문화 속 문
화 산업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반영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 들여 진다. 
광고란 생산 보다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 활동의 의미로서 세련된 감각을 가
지고 인간과 사회를 예리하게 표현해 낼 때 그 의도하는 바가 전달이 가능하
며 광고의 소구 조건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 연속적인 흥미, 정보, 충동 등
에 조건을 가지고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까지 연결
시키는 것이다.10)
 한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마케팅적 관점에서 보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 고객유지, 고객의 상실방지, 새로운 고객을 획
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기도 하며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광고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
대마다 달리 표현되고 현대광고는 자본주의 대중문화 사회의 문화 산물로 이
해 할 수 있겠다.

9) 김완석, “광고심리학”, 학지사, 2000, p.4
10) 신태섭,“광고, 대중 매체의 이해와 활용”,1993,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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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광고광고광고광고
 
  현대사회는 시각적인 영상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진, 영화, TV 매체의 모든 
표현이 시각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언어적 이
지만 광고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또한 크다.
 시각적 광고는 영상 이미지를 보고 과거에 대한 회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을 자극하며 문자나 설명이 없이도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는 즉 비쥬얼
(Visual)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 한다.
 시각적 중심 광고는 광고색채, 광고모델, 광고영상의 의미를 비쥬얼적 메시
지를 담고 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하여 주위를 환기시키
고 시선을 집중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광고라기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광
고라는 부담을 줄이고 오락적 느낌을 주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표현
하고 카피문구 보다는 더 많은 상상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강한 인상을 남
길 수도 있다.11) 
 본 연구자는 비쥬얼 광고에 주로 육체적 감각과 매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하
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에로티시즘 활용이 어떻게 표현 되고 있는
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한다.

11) <포토291>,1988,12월,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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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광고메이크업과 광고메이크업과 광고메이크업과 광고메이크업과 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

제 제 제 제 1 1 1 1 절절절절. . .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메이크업과 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

1. 1. 1. 1.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정의정의정의정의
 
  메이크업(Make up)의 사전적 의미는 “제작하다. 보완하다.”의 개념으로 화
장품이나 도구를 이용한 신체 장식과 미적 가치추구의 의미로 사용되며 미적 
욕망은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으로서 신체보호설과 계급,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류의 기원과 함께 메이크업이 발생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12)
 얼굴에 변화를 주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으며, 얼굴
에 변화를 주는 목적은 사람들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다. 때로는 
미의 기준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기도 하는데 뉴질랜드의 마
리오족에 의해 발생된 문신은 오늘날에 와서는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아픔을 
견디며 장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13)
 많은 인류학자들은 모레, 벌레, 바람,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
장품이 사용되어졌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진흙이나 야생 피마자기름을 수시
로 바르며 몸과 얼굴을  보호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메이크업의 어원은 그리스 코스메티코스(Cosmeticos)로 ‘잘 감싸다’라는 의
미를 가지고 코스모스(Cosmos)의 ‘질서 있는 체계’, ‘조화’에서 유래되어 전
체적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토탈 코디네이션의 의미를 가진다.14) 
 17C 영국의 시인 리챠드 크래슈(Richad cras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
는 화장을 뜻하는 단어로 메이크업을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화장의 의미로 쓰

12) 황미영,“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대구카톨릭대학교 대자인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2002,p.4

13) 리겟,죤,“얼굴 문화 구 예술적 위장”,보고싶은책,1997,p.61

14) 한명숙,“마뀌아쥬 예술”,청구문화사,1999,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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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다.
 현대의 메이크업은 재료나 기법 등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적 자아의식과 개
성을 외적으로 창조하는 감각적 수단으로 이해되며 단순히 얼굴화장의 개념
이 아닌 헤어, 의상과 액세사리 등에 장신구를 이용하여 자아표출의 수단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메이크업은 신체의 일부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얼굴에 타인과를 교류를 통해 
인상을 형성하고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준다.
이러한 메이크업이 광고에서는 자아표출과 미적 추구뿐만 아니라 사진, 조
명, 영상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 시켜줄 수 있
는 수단으로서의 메이크업을 본 연구에서는 광고 메이크업이란 용어로 정리
하고자 한다.
 즉, 광고 메이크업이란 광고 상품에 따라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달리 하
며, 광고주와 감독이 정해 놓은 컨셉에 맞추어 모델을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어필 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은 단조롭게 표현하거나 포인트를 주어 
귀여운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현 된다.
 

 2. 2. 2. 2.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광고와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는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 본능은 곧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
에서 무의식 속에 삶이나 사랑의 욕망이 ‘리비도’를 원천으로 직접적 성적 욕
구가 해결되지 못하면 미의 의미로 승화되어 변형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 하
였다.15)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젊고, 건강하며 임심을 할 수 있다”는 
즉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적 특성은 미의 

15) 마르쿠제,“에로스와 문명”, 나남,1994,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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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에로티시즘 표현은 오늘날 여성의 메이크업
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에로티시즘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
처럼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성적 본능을 강조하는 자기애와 이성애의 
이중성으로부터 에로티시즘적 메이크업이 표현된다. 흔히 글래머러스 스타일
(Glamorous style)이나 섹시 메이크업(Sexy Make-up) 표현을 에로틱 메이
크업(Erotic Make-up)의 범주라 볼 수 있겠다. 현대 광고에서는 에로틱 메
이크업으로 성, 민족, 나이, 인종과 그 고유의 문화나 관습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에로틱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 기법 등을 활용하여 은밀한 에로티시즘, 고딕 섹시스타일의 
강력한 에로티시즘, 신비스럽고 고혹적 에로티시즘을 연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근대광고는 개화기인 한말에 1886년 2월 한성주보에 
실린 독일광고 무역상사 세창양행의 광고가 시작되었고, 상업방송이 본격적
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초 의약품광고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젼이 보급 되면서 식품, 화장품, 패션 등의 색상효과가 큰 분야의 광
고가 활기를 띄었으며 1988년 한국 광고주 협회를 창립하고 광고의 표현이 
더 자율화 되었으며 그로인해 텔레비젼에서 에로티시즘 광고들이 빈번히 등
장 하게 되었다.16)
  최근 광고에서는 화장품의 성적 역할을 더 노골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카
피문구에도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 이라든지 ‘스캔들’, ‘연애사건’, ‘유혹’이라
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화장품광고에 뇌쇄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성적동
기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 핸드폰광고에서는 ‘눕힌다’, ‘올린다’, ‘닿기
만 해도 사르륵’, ‘흔든다'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핸드폰의 기능적인 면을 표
현하는 수단으로 도발적인 표현의 에로틱 메이크업광고를 활용한다.
  한편 패션 광고에서의 에로틱한 메이크업의 동기는 에로틱한 의상을 필요
로 하는 인간의 심리와 문화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에로틱한 패션은 역사적

16) 한국 광고주 협회 부회장,“한국 광고 100년”,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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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인간을 의식적으로 본능과 관련된 성욕의 금기를 지속시켰으며 
엄격히 다루었다. 이런 인간의 심리는 위반의 묘미를 계속 즐기기 위해 금기
를 지속시킨 것과 같은 모순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금기를 어기려는 충동
과 금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고뇌를 동시에 느끼면서 에로티시즘을 내적으
로 체험하는 것이다. 패션에서 에로틱 이미지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여권
의 사회적 신장과 더불어 전통적인 시각의 반발로 인한 미니 스커트 등장이
며 오늘날 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의식이 변하
고 과거의 은근한 암시적 표현에서 더욱 도착적이고도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7) 
  이는 성의 개방화와 신세대들의 사고가 더 자유로워지고 이를 광고에서는 
더욱 민감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마케팅적 표현양식이다.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광고광고광고광고에 나타나는 광고들은 모두 화장품이 성적 소구성을 가지고 있
음을 강조하여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이성에 호소하는 면이 강조된
다. (그림1) 도도 화장품의 빨간통 파우더 팩트 광고로서 ‘하리수’라는 인물
을 등장시켜 ‘새 빨간 거짓말’이란 카피문구로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2000년 
이후 트렌스젠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달리 할만한 계기가 되는 광고이
기도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붉은 색의 조명과 깊이 파
인 드레스를 입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에로티시즘 광고이다. 메이크업의 표현
은 짙은 인조 속눈썹과 투명하고 반짝이는 피부와 긴 생머리를 강조하였다.
  (그림2) 미샤 립스틱 광고로서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이라는 카피 문구와 
함께 ‘내가 바르면 그가, 그가 바르면 내가’ 키스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남녀모델은 서로 기대여 안고 키스를 하려는 행동을 취하며 에로티시즘
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메이크업의 표현은 피부는 네츄럴하게 연출하고 남
성은 콧수염을 길러 더욱 남성성을 보여주려 하였고 여성은 웨이브를 준 긴 
머리를 하고 하얀 피부 표현으로 남성과의 대조를 이루며 입술은 글로시한 
립 표현으로 촉촉함을 부여한다.

17) 장용덕,“헬무트 쥬턴의 사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3,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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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Den Clau 남성용 기초제품 광고로서 세미누드(semi nude)의 모델
을 뱀과 함께 등장시켜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뱀을 상징적이며 환상적인 푸
른색으로 표현하여 남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용하여 더욱 남성성을 강조한 
광고이다. 상체가 벗겨진 모델의 몸을  뱀을 감싸며 지긋이 바라보는 지긋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그림4) 미쟝센 펄 샤인인 샴푸광고이며 ‘진주보다 빛난다’ 라 는  머릿결로 여
성성을 강조하였다. 남녀 모델은 유혹의 눈빛을 통해 긴장감을 주며 에로틱
하게 표현하고 여자 모델은 붉은 색의 치크를 하여 더욱 여성스럽고 사랑스
럽게 표현하였다.  
 (그림5) 캘빈 클라인의 ONE 향수광고로서 향기로 이성을 유혹하여 성적인 
자극을 표현하는 향수를 성적 소구로서 설명하는 광고이다. 메이크업 표현은 
흑백 모노톤의 화면에 상반신까지 노출시킨 모델들의 포즈만을 강조하며, 키
스를 하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림6) Armani 향수광고로서 감미롭고 아름다운 상상을 주는 성적소구 
광고이며 향수를 남과 여로 일치시키며 모델이 곧 향수가 되는 상징적인 메
시지를 담고 서로 키스를 하는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한다. 
 (그림7) Gucci의 the new fragrance 향수 광고는 헝클어진 머리결과 어두
운 조명아래 붉은 피부 등으로  알 수 없는 슬픈 표정의 모델에서는 퇴폐적
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이 섀도우는 아래 언더라인까지 번지게 표현하고  
립라인은 불투명하게 손으로 바른듯하게 표현하였으며 정돈되지 않은 에로틱
함을 보여준다. 
 (그림8) J'adore향수광고에서는 모델의 이미지가 제품의 이미지가 되는 광
고이며 semi-nude의 여성의 모습을 금빛으로 피부와 머리 전체에 발라 주
어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 또한 물 속에 잠긴 듯한 여성의 모습에
서 매우 에로틱한 느낌을 표현한다. 
음료 음료 음료 음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그림9) 에서는 포카리 스웨드의 광고에서는 근육질의 남성 모델
을 등장시켜 상반신을 노출시킴으로서 노출에서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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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다.(그림10) ‘코카콜라 라이트’ 광고이며 여성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요
염하게 앉아 있으며 다리 위에 광고물을 올려놓고 날씬하고 탄력있는 몸매를 
갈증해소라는 음료 광고의 특성을 살려 스포츠와 성을 접목하여 여성과 남성
의 매력을 강조하는 관능적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그림11) ‘비타500’의 
광고이며 남성이 여성을 향해 ‘비타 500으로 쏜다’라는 카피문구와 함께 타
이트한 상의와 짧은 스커트를 입은 관능적인 여성을 등장시켜 탄력 있는 몸
매의 남녀 모델의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그림12) 2%의 이온음료 광고이며 갈증을 표현하는 광고이며 건강하고  
탄력있는 몸매의 모델을 등장시켜서 ‘2% 부족 할 때’란 카피 문구와 함께 땀
에 젖은 모델의 몸매를 통해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이 되었고 문화의 깊은 곳 까지 자리 잡고 있다.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13) “묻지마 다쳐” 
라는 카피문구와 연인들 끼리에서도 개인 사생활보장 이라는 사회생활을 반
영하는 광고였으나, 최근의 광고들에서는 기능적인면을 강조하며 춤과 리듬, 
젊음 ,미래, 환상, 희열 등을 에로티시즘으로 표현하여 10대와 20대를 겨냥
한 광고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14) 스카이 광고이며 동영상 촬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
능을 설명하며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남성이 여성을 안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매우 에로틱하다. 메이크업 표현은 배경과 의상은 블랙으로 처리하여 
피부와 표정은 싸이버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핸드폰의 기능적 측면을 에로틱
한 소재을 사용하여 더욱 강조되게 표현하였다.
  (그림15)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성을 보지 못하는 장면을 통해 화질의 선
명도를 강조하고 여성은 멋진 관능미를 가지고 의상은 긴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걷어 올려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하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운전자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광고이다.
 (그림16) 슬리이드 폰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눕히면 얘기가 달라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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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남성을 눕히고 그위에 여성이 다가서는 모습에
서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17) 큐피트에 화살들 맞고서 오로지 핸드폰에만 시선이 가는 코믹한 
표현이며, 2003년이후 핸드폰에 MP3 기능이 추가 되면서 (그림18) 선명한 
컬러의 기능과 리듬에 맞춰 ‘매혹과 열정의 색’이라는 문구와 함께 정열적 댄
스를 보여주며 (그림19) 에니콜의 에니모션광고이며 MP3의 기능적면을 강
조하여 파워풀한 댄스, 스포츠웨어의 탄력 있는 몸매로 젊음과 관능적 에로
티시즘이 물씬 풍기는 광고이다. (그림20) 큐리텔 광고의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는 문구와 핸드폰이 좌우로 열리는 기능을 설명하고 배경을 핑크 오
렌지 등으로 동화 속 느낌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표
현된 모델의 모습에서 매우 로멘틱한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하는 광고이다. 
메이크업의 표현에서 피부는 샤이닝한 핑크(Pink)로 광택을 주고 아이섀도우
는 그린컬러로 깊은 눈매를 연출하였다.
  전자제품전자제품전자제품전자제품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에서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여성을 찬미하는 식의 광고 문구와 깊게 파인 드레스와 로멘
틱한 메이크업를 이용하여 여성성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21) Dios 냉장고 광고이며 샤워를 하는 모델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냉장고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과 함께 냉장고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는 바디용품이 아닌데도 욕실에서 촬영
이 이루어져 젖은 머리카락과 와인잔을 잡고 있는 여성을 통해 자기 만족적
인 에로티시즘을 보여 준다. (그림22) ‘초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
을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을 촛불에 반사되는 하얀 피부 표현과 파티가  어울
리는 드레스를 통해 낭만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 준다. (그림23) 2003년 
Dios광고이며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강렬한 레드 컬러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싱싱한 딸기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에로티시즘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24) 넓은 정원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여성의 모습은 
냉장고가 곧 부의 상징적의미로 이용되었으며 어깨를 드러낸 드레tm와 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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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올린 머리에서 로맨틱한 에로티시즘을 볼 수 있다.
  패션 패션 패션 패션 광고광고광고광고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1990년대 후반에 테크노 열풍
과 함께 21세기 현재까지 클럽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화려한 조명과 땀에 젖
은 피부 표현으로 글로시하게 표현을 하여 더욱 섹시한 느낌을 주는 광고이
다. (그림25~26) Giordano 캐쥬얼 브랜드 광고이며 캐쥬얼적 기능과 섹시한 
춤과 함께 젊음과 활동적인 면을 강조하며 가슴에 볼륨감을 강조하고 청바지 
단추를 풀어 헤치고 주의의 남성들 틈에 유혹적인 눈빛과 땀에 젖은 글로시
한 피부 표현, 헝클어진 머리결은 관능적 비쥬얼을 보여준다. 
(그림27) Levis jeans 광고이며 남녀의 모델이 침대위에 누워 있고 상체가 
노출된 두 남녀는 밀착된 포즈로 서로를 안고 있어 에로티시즘 광고이다.
(그림28) Fere광고이며 앉아있는 남성에게 안겨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
에 가슴에 얼굴을 마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은 남, 여 간의 사랑을 암시하
는 에로티시즘 광고이다.
다음 <표1>은 에로티시즘 광고를 제품의 기능과 광고 이미지를 분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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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1> 1> 1> 1>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광고광고광고광고
제품 제품 제품 제품 구분구분구분구분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기능기능기능기능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표현표현표현표현

화장품화장품화장품화장품

아름다움의 표현수단 

개성 표현, 기초,

색조, 향수

이성에게 성적 

호소하는 면이 강조

밝고 화사한 피부

브라운 오렌지 컬러

 

음  음  음  음  료료료료

갈증해소, 

더위를 식혀줌,

영양보조제

노출된 의상과 함께

신체의 관능미 표출

샤닝한 피부 표현

브라운 계열 사용

 

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통신수단. 

음악과 영화감상,

카메라 기능

기능적인 면을 강조

하는 에로티시즘

사이버적 느낌의 펄이 

많이 사용됨

전자제품전자제품전자제품전자제품

주로 여성이 이용,

편리함과 편안함

제공

여성을 찬미하는 

에로티시즘 

빛에 반사되어 환한 

피부강조, 

여성스러운 이미지 강조

의  의  의  의  류류류류
신체 보호

개성 표출 

신체노출과

남녀간의 관능적 

에로티시즘

오일을 이용한 광택적인

피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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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광고광고광고광고 

(그림 2) 2004 미샤 

   www.ngtv

(그림 5) 2001 Den Clau

   www. ngtv 

(그림 1) 2001 도도빨간통 

팩트   www.ngtv

(그림 8) 2004 미쟝센 

펄샤인 샴푸    www. 

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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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02 CakvinKlein

   vogue korea(2월) 

(그림 6)2001 Armani 

 Vogue korea(3월)

(그림 16)2002 Gucci

Vogue korea(3월)

(그림13)2002 Dior j'adore

Vogue korea(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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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음료 음료 음료 광고광고광고광고

(그림 9)2005포카리 스웨

트 

www. ngtv

(그림 10)2004

코카콜라 라이트

www. ngtv

(그림11)2005 비타 500

www. ngtv

(그림12) 2002롯데 칠성 

2%

www. 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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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광고에서의  광고에서의  광고에서의  광고에서의  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에로티시즘

(그림13)1998.018PCS 

 이미지 광고

www. ngtv

(그림 14) 2003스카이

www.ngtv

(그림 15) 2004 스카이 광

고

www. ngtv

(그림 16) 2004 

KTFT ever

www. 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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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4 Nokia

www. ngtv
(그림18)2004 LG 싸이언

www. ngtv

(그림19) 2005 애니콜

www. ngtv 

(그림20)2005 큐리텔

www. 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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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전자제품 전자제품 전자제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21)2001 Dios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22)2002 Dios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23)2003 Dios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24) 2005 Dios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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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광고 패션광고 패션광고 패션광고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25) 2001GIORDANO

       www.ngtv

(그림26) 2001GIORDANO

   www. ngtv

(그림 27) 2003 Livis

www. ngtv

(그림 28) 2003 FERE

www. 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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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절절절. . . .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동기동기동기동기
 
 1. 1. 1. 1.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동기동기동기동기
  
  인간의 벗은 몸, 또는 이를 연상하게 하는 자극을 주요 표현소재로 삼는 
성적소구광고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감정적 경험을 하게하고 특히 성감대 부
위를 드러내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도 그렇고 현재도 금기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더 심
한 억압을 받아왔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일으키게 되며 성적인 욕구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일뿐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은 감추어지거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 더 많
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 소구 광고는 일단 다른 광고유형에 비해 주의를 획
득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그런 이유로 성적소구 광고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력의 성장에 따르는 물질만능 주의 쾌락문화의 
대두, 성의 개방화와 상품화, 그로 인한 과도한 노출 등으로 왜곡된 에로티
시즘의 범람이 만연하고 있으며, 광고주 들은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감성적,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 깊은 근원까지 파고드는 
힘인  에로티시즘을 파는 것이다.18)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로티시즘과 인간 본연의 욕구
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보자는 제작적 의미가 광고에 에로티시
즘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고 광고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은 그 표현 방법에 
따라 환상의 세계와 모험의 세계로 소비자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에는 첨단과학의 발달과 고도의 기계기술의 진보로 모든 분야에서 전
문화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광고의 표현도 다양해지고 과학적이며 세분화 
되는 추세이다.
18)  김완석,“광고 심리학 ”, 나남, 2000,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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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티시즘 광고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사진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도의 
테크닉 구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편, 젊은 세대들 간의 성의 해방화와 
자유화로 인해 여성의 속옷이나 향수, 술, 음료, 핸드폰 등의 광고에 그 표현
양상이 나타난다.
  훌륭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고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상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특성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구매심리를 자극할 광고 컨셉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에 전략적인 수단으로 매스미디어와 협력하여  유행
과 감각을 일깨워주는 에로티시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2. 2. 2. 2. 소비자의 소비자의 소비자의 소비자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구매동기구매동기구매동기구매동기
  
  동기란 행동을 일으키며 특정 목표를 향하게 하고 행동을 유지시켜 주는 
긴장상태, 즉 행동의 방향과 강도, 지속성을 결정하는 긴장상태를 뜻하며, 소
비자는 광고를 비롯한 마케팅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 외적인 요인으로 소비의 동기가 이루어진다. 
  마슬로우(Maslow)19)는 욕구위계론(need hiersrchy theory)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배고픔과 목마름. 성욕 등을 
의미한다.
  둘째, 안전욕구: 신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욕구이다.
  셋째, 사회적 욕구: 애정과 사랑, 소속감 등의 욕구로서 가족과 친구 이웃 
사회적 관계를 충족시킬 욕구 이다.
  넷째, 자존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인 자존욕구가 작용하
며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19) 마슬로우(Maslow,Abraham H.): 미국의 심리학자,저서<인간의 성격에 대한 심층접근>,인간의 욕구

는 타고난 것이며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소위 욕구 단계론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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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가장 마지막 단계는 자기실현의 욕구로 자기 존재의 확인 또는 자
기인식을 획득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20) 

  욕구 위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기계화
로 인한 개인주의, 소외현상과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사회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의 모든 의미에서 에로티시즘을 쫓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에로티시즘의 광고를 접하고 기억하며 유행의 감각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하며 상품의 특성 보다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심어진 이미지는 광고에 아름다운 모델을 등장시켜 모델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잠재해있는 성 본능을 자극시켜 
대상 만족을 취하도록 하여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광고모델이라
고 느끼게 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21)적 나르시시즘적 관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성 에너지는 항상 발산되어 긴장을 해소하는 
생체의 대체에너지가 형성되므로 문화의 관습과 사회제도 도덕 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숨은 심리에너지로서 성에 대한 관심을 쏟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억압된 성적 욕구를 대리만족하게 된다.22).

즉 TV나 잡지광고 등에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내세우는 것은 성에 대
한 사회적으로 포용이 이루어지 현상이며, 현 자본주의 사회가 타인 지향적
이고 소외적 이기에 현대인들은 에로티시즘 광고에서 위안을 얻고 정신적 또
는 물질적 충족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에로티시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3. 3. 3. 3.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효과효과효과효과
  
  에로티시즘 광고가 성공을 하려면 성적 자극의 색, 모양, 자세, 표정의 미
20) 김완석,“광고심리학”,학지사, 2000,p.182
21) 동일성(identity): 철학에서 차이성에 대응되는 개념,네이버 백과 사전

22) "광고사진의 에로티시즘과 구매유발",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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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차이에 주목해야 하며 매체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예술성과 광고제
작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너무 심한 노출은 혼란과 당황스러움, 부끄러움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상표 회상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
으며 성적 자극이 상품의 기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는 불필요한 자극이 
되기도 한다.23) 
   Richmond & Har tman(1982)24)의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적 광고를 
기능적 환상적 상징적 부적절 광고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남성지향과 여성
지향으로 구분 하였다.
  그 결과, 상품의 기능과 일치하는 성적소구광고의 상표 회상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속성과 적합하지 않을 때 회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즉 기능적, 환상적, 상징적 요소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광고의 효과를 올
릴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 또한 주목할만하다. 
  에로티시즘 광고로 성과를 거둔 GUCCI 광고는 1950, 60년대 최고의 전
성기를 이루었으나 1990년 경영권의 불안정으로 인해 고전을 하고 있을 당
시 1993년 미국 출신 Tom ford 디자이너를 영입하여 섹스어필 마케팅전략
을 내세우면서 다시 예전의 판매율을 넘어섰다.
  그는 온갖 성적 은유뿐 아니라 직설적 에로티시즘을 담아내면서 대중으로 
하여금 관음증적 유혹을 만들어 냈다.
 (그림29) Gucci 의상 광고로서 가슴까지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관능적 
포즈로 에로틱함을 표현하며 눈매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어둡게 표현하여 
강한 느낌을 연출하며 치크는 광대뼈가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갈색톤 으로 
그라데이션 시켰다. 
  (그림30) 2002년 Gucci 의상 광고로서 거울 앞에선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며 살짝 열린 문틈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보이며 가슴까지 열려있는 자켓

23)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p.53
24) Richmond & Har tman(1982), 성적 소구 광고에 대한 이론적 체제를 확립시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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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중으로 하여금 엿보는 심리를 자극하려는 설정된 광고임을 알 수 있다.
  (그림31) Obsession의 향수 광고로서 캘빈클라인의 1985년 이후 많은 화
제를 불러일으키며 예술과 외설사이의 갈등 속에 남녀의 전라의 모습을 아름
답게 승화 시켰던 광고이다.

(그림 59) 2002 Gucci

Vogue korea(3월)

(그림61) 

1985 CalvinKlien

Obsession  

www.naver cafe

(그림 57) 2002 Gucci

Vogue korea(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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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절절절. . . .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자기 자기 자기 자기 과시와 과시와 과시와 과시와 자아실현자아실현자아실현자아실현

  원시시대부터 기록해온 장식의 형태 중 문신, 바디페인팅, 머리손질, 구슬, 
검게 혹은 하얗게 칠한 치아, 손톱의 채색 등은 신체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
한 것 보다는 그 목적이 주술이나 보호만이 아닌 미적가치를 높여주며 자신
을 과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원시시대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깃털과 페인팅 등의 장신구를 사용했
듯이 현대에는 의복과 관련하여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과 신분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석과 액세사리를 이용하며, 고가의 유명한 브랜
드,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핸드백과 구두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강조하고 부
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한층 완성도를 높
여 준다. 이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기 과시적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오늘날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심리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에로틱 메이크업은 건강한 피부 표현과 촉촉한 립 표현 등으로 건강
미를 강조 하고 에로틱한 메이크업을 함으로서 장식을 하는 즐거움과 아름다
움의 과시, 부수적이고 독립적인 신체부위를 피어싱, 타투, 페인팅으로 강조 
하여 신체를 매력적으로 표현 하며 자신의 아름다움과 아름답게 꾸밀 수 있
는 능력을 과시하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아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에
로틱 메이크업은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상
징이며, 자기 자존심 표현, 자기 평가의 감정적 요소로 인정되며 시대적 민
족적 미의 기준과도 많은 관련을 가진다. 
  한 예로 서구화 되어가는 미의 기준으로 인해 큰 눈과 높은 코, 도톰한 입
술, 작은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과 관계를 가지고 섹시하고 에로틱함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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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눈이 예쁜 여성이 오히려 마스카라를 더욱 짙게 한다든지 립이 도톰
하고 예쁜 여성이 튀는 컬러를 바르거나하는 매력적인 곳을 더욱 강조하고 
과시적 하고자 하는 심리는 자기 과시적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의 자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간격
을 좁혀 주는 기능으로 현실에 자아는 코가 낮고 눈이 작다면 이상적 자아로 
더 다가서기 위해 쉐딩를 이용해 코를 높게 보이게 하고 눈이 작은 여성이 
아이라이너와 섀도우 마스카라 등으로 눈을 크게 표현함으로 인해 이상적 자
아를 표현 하는 수단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욕구 표출의 역할도 볼 수 있다. 
자기 과시적 측면의 에로틱 메이크업으로 인해 타인에게 개성과, 감각적인 
이상적 자아 이미지를 내비침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만족감을 높여주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자기과시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과잉되어 나타나게 되면 
나르시시즘과 스노우비즘(Snobism)25)등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가가가. . . . 나스시시즘적 나스시시즘적 나스시시즘적 나스시시즘적 측면 측면 측면 측면 
  나르시시즘(Narcissism)26)은 자기에게 애착하는 심리로서 정신분석학적 
의미로는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리스 신화
에서는 나르시시스 라는 청년이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샘물에 비
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자신의 용모나 
능력에 과시하고 황홀해있는 자기도취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다. 이
런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 타인
의 외모나 성향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우월성을 느끼게 될 수
도 있다. 

25) 스놉(snob)은 본래 신분이 천한 사람, 사이비 신가, 부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26) 나르시시즘(narcissism):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리스신화의 나르키소그와 연관지어 독일의 

정신과 의사,네케가 1899년 만든 말이다. 네이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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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는 보석을 착용한 모델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만족하는 표
정과 함께 나르시시즘적인 에로틱함을 연출하는 광고이다. 메이크업은 브라
운계열의 섀도우를 이용하였고 립은 베이지 톤으로 연출 하였다.
  (그림 33)나르시시즘의 자기애적인 광고로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을 관찰하는 심리를 표현하는 광고이며 메이크업 표현은 전형적인 연약한 여
성미를 강조하여 보호심을 불러일으키는 네츄럴한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그림 34)은 이탈이라 리큐드의 술 광고이며 술은 욕망을 부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모델의 표정과 분위기는 나르시시즘을 보여준다. (그림35)는 마
스카 의류광고로서 거울에 비치는 자신에 모습을 대화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나르시시즘적 광고이다.
 
 나나나나. . . . 과잉 과잉 과잉 과잉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측면측면측면측면
  우월성이나 자기과시의 표현이 과잉되면, 과잉 상징으로 인간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 좌절감등을 오히려 과장과 왜곡의 형태로 표현되
며 지나친 인공주의, 속물주의의 스노비즘(Snobism)과 사람의 피부에 상처
를 내고 색소를 넣어 글이나 그림,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 새기는 타투
(Tattoo)를 이용하여 신체를 장식하며 내면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으
로 표현된다. 메이크업에서는 인조 손톱과 인조 속눈썹 등 인공물을 통해 신
체를 과장하고, 육체노동과는 거리가 먼 부와 지위를 상징하며 더욱 섹시 하
게 보이기 위한 표현으로 선행 연구에서 20세기 나타난 에로틱 메이크업의 
특성에 표현 되었으며 과잉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27).
이런 과잉적 상징은  세기말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정치 ,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질서의 파괴와 신 구, 세대의 갈등에 따른 윤
리 도덕의 타락 현상으로 두드러져 사회적 정신적 공황 속에서 도덕과 문학
에 있어 절망론 , 쾌락주의 , 심미주의, 자아의 파괴를 자초하는 병리현상 등
의 소위 세기말적병(mal du fin de siecle)이 초월적 갈망과 새로운 세계에 
27) 이은영, “20세기에 나타난 에로틱 메이크업의 특성” 국민대학교 다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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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동적인 희구들을 이론적 체계로 세운 퇴폐주의로 해석되기도 하였
다28).  
 타투(tattoo)는 원시 시대부터 부족의 표시나 용맹의 상징 장식적의미로 사
용되어 오고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어 색감을 넣어 글이나 그림
등의 무늬를 새기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을 표시해 주며 폭
력성, 집단성, 저항성도 엿 볼 수 있다. 최근 패션쇼 등에 등장하는 타투는 
극적인 효과와 충격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재탄생 되고 있다.
 (그림 36) 자신의 신분 지위 등을 표출하며 자기 과시적인 느낌의 당당한 
이미지의 광고이며 메이크업 표현은 펄이 있는 아이 섀도우와 브라운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고 립은 네츄럴한 베이지로 표현 하였으며 짧은 머리
는 한눈에 커리어 우먼임을 보여준다.
  (그림 37) 상표로고를 직접 모델에게 새겨 모델이 상품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 38) 영화 “타투”의 여주인공의 지울 수 없는 사
랑의 아픔을 신체에 타투를 그려 표현 하였다.가슴에 새겨 자신의 개성을 표
현하였다. (그림 39) 인조손톱을 붙임으로서 노동과는 거리가 먼 부의 상징
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스노우비즘적 표현한다.
  (그림40~41) 피어싱29)을 이용하여 이마와 입술 등에 구멍을 내어 액세서
리로 장식하여 개성표출을 하는 스노우비즘적 표현이다.  (그림42~43)는 과
잉상징과 표현이 퇴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죤갈리아노의 작품이며 섀도우
는 갈색톤으로 짙게 표현하고 눈 주위에 변형된 선을 그려 넣어 음울하고 괴
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44) 보석이나 반짝이는 조형물질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에 접착
제를 이용하여 붙여서 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식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 인조눈썹을 아래까지 붙여서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움을 강조
28) 한성철 “1920년대 한국 문학에 끼친 이탈리아 데카당스 영향 연구”, 단국대학 박사 학위 논문, 

1996, p.85
29) 피어싱(piercing): ‘뚫는다’의 뜻으로 귀,코,배꼽 등의 신체의 특정부위를 뚫어서 링(ring)이나 막대 

모양의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 고대로마인은 용맹의 상징. 아프리카에서는 주술과 치장의 의미로 사

용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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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광고 이다.(그림45)는 파티를 위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며 눈 주위에 반
짝이는 스톤을 붙여 더욱 과시적이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심리표출이라 볼 
수 있다. (그림46) Mac 마스카라 광고로서 펄이 가미된 섀도우를 눈썹부분
까지 그라데이션 하여 과장되게 표현하며 인조 눈썹은 지나치게 길게 붙여져 
있어 눈만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며 사치스럽고 비현실적인 스노우비즘의 표
현이다. (그림47) CLIO광고로서 녹색 섀도우를 이용하여 아래 언더라인 까
지 짙게 바르고 마스카라를 강조하였으며 목에는 나비 모양의 문신과 스톤을 
이용하여 화사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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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적 나르시시즘적 나르시시즘적 나르시시즘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66) 2000 Umbellina

Noblesse(12월)

(그림 68) 2004LOUIS 

VUITTON

Vogue korea(3월)

(그림 34)2002 리큐르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35) 2002MASKA

출차: 네이버 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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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과시와 자기과시와 자기과시와 자기과시와 과잉 과잉 과잉 과잉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38) 2001 영화 “타

투”광고

스포츠 투데이 2001.02.23

(그림 76) 2005 

프로네일갤러리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72) 카이 문양의 

문신

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 71)2001 Valen tino

Vogue korea(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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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코와 입술에 

피어싱

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 41) 보아의 피어싱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42)F/W2001

Chrisitan Dior

haute couture

(그림43)F/W2001

Chrisiran Dior

haute co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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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2004 Christian 

dior    Maskara  Voge 

korea(2월)

(그림 90)2000 페라가모

Voge korea(12월)

(그림46)2005 

MacMaskara

Vogue korea (3월)

(그림47)2004 CLIO 이미

지 광고

Vogue korea(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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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성적 성적 성적 성적 자극 자극 자극 자극 심리심리심리심리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화려
한 색상의 머리 장식과 깃털로 암컷 앞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과시하며, 또
한 큰 동물들은 육체적의 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힘과 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적 심리가 인간에게서는 문명과 종교 관습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원시시대부터 남성은 목축과 사냥을 함으로 육체적 매력을 강조되
고 여성은 자녀 출산과 양육의 역할로 인해 순정적이고 내성적 연약함 부드
러움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상승 등으로 그 에로틱함의 의미도 변
화 되고 다양화 되었다. 현대에는 커리어 우먼이 늘어나면서 도회적이고 세
련된 여성에게서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되고 정숙 보다는 관능적 여성미를 강
조하는 여성에게서 섹시함을 느끼게 된다. 관능미의 사전적의미로는 생물이 
생명을 얻기 위한 여러 기관, 생물의 감각기능의 작용, 육체적 쾌감을 느끼
는 작용들을 의미한다.30) 다시 말해 인체가 가지는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에로틱한 유혹의 원리로 인해 이성에게 우아하고, 로맨틱함, 섹시함 
등으로 성적 자극을 받게 되며 성욕을 유발시키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의
상에서는 신체의 특정부분을 강조하고, 노출, 밀착, 투시 등의 장식을 이용해 
에로틱한 심리를 이성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며 이와 더불어 메이크업에
서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를 이용하여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여 여성들은 에로
틱한 메이크업을 현 시대의 유행이나 감각에 맞게 연출함으로 이성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며, 매력을 발산 시키고자 한다.  그로 인해 동성에게
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가가가가. . . .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표현표현표현표현
  글래머러스 스타일(Glamorous style)은 여성들의 모습에서 성적으로 매혹

30) WWW.네이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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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여성스러움과 몸매를 의식하고 개발하는 모습과 의상을 표현하는 용
어이다.31) 시대별 글래머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이
크업에서 관능미의 표현은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글래머러스 스타일과 함
께 부드러우면서도 매혹적인 화장이 유행을 하였다. 가늘고 긴 아치형의 둥
근형의 눈썹과 눈은 움푹 들어가 보이며 광대뼈는 돌출되어 보이게 표현하였
으며 립은 붉게 표현하였다.
 (그림48) 뇌쇄적인 매력과 지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진 Ingrid Bergman의 
모습이며, Creta Garbo, Marlen Dietrtch 의 매혹적인 모습과 50년대 이후에
는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성숙하고 우아한 여성미가 다시 
강조되었다. 아이라인은 길게 그리고 도톰한 입술과 섀도우는 살구색등으로 
사랑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49) Marilyn Monore의 사랑스럽고 여린 여인의 모습이 유행을 하였
으며, 70년대부터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현대 여성의미가 등장하며 펑
크, 히피32) 문화가 하위문화권에서 생겨나고 이와 더불어 파괴적이고 기하학
적인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였다.
 (그림50)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이며 관능적이고 더욱 과감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눈썹은 굵고 처지게 표현 하였고 립은 누드톤으로 도톰하게 
표현되었다.   
 (그림51) Madonna의 모습이며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와 다양한 색상의 아
이섀도우의 등장과 란제리룩이 유행을 하였으며 육감적인 메이크업이 일반여
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52) 97년 게스 광고로서 글래머러스 스타일의 마돈나를 연상케 하는 
광고이며 (그림53) 2005년 마를닌 먼로를 재현하는 잘록한 허리와 몸을 
부분적으로 노출시켜 틈새로 보고자하는 욕구를 강조하며 부드러운 이미지의 
31) 이은영,op,cit.,p.9

32) 펑크(punk): 속어로‘시시한 ,불량한 소년,소녀, 풋내기’라는 의미로 1970년대 후반 권위 체제에 대

한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머리를 핑크나 그린으로 염색하고 기분 나쁜 메이크업을 한다.

   히피(hippice):1966년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을 주체로 하여 시작된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

람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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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표현을 위해 엷은 눈썹과 긴 속눈썹 도톰하고 부드러운 립 
표현으로 머리를 감싸는 스카프와 함께 가냘프고 보호받고 싶은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에로티시즘 광고이다. 
다음 <표2>에서는 시대별 글래머 스타일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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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2>2>2>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글래머 글래머 글래머 글래머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시대별시대별시대별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특징특징특징특징

서양의 서양의 서양의 서양의 대중적 대중적 대중적 대중적 
배         배         배         배         우우우우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특징특징특징특징

1940194019401940
육체적이며 관능미 표출

성적여성미 강조

․ Joan Crawford
․ Katharine hepburn
․ Ingrid Bergman

․ 일자형의 눈썹과 

도톰한 입술 

․ 길고 처진 아이라이너

․ 녹색 아이섀도우

1950195019501950
순종적이며 나약한 

여성 이미지
․ Marilyn monroe

․ 회색이나 갈색의 

직선적인 눈썹

․ 창백한 피부 표현

․ 살구색의 부드러운 색상

의 아이섀도우로 입체감 

있는 눈 표현

․ 처진 아이라이너

․ 도톰하고 둥근 입술

1960196019601960 미의 가치 개념의 변화 ․ Brigitlte burdot
․ 진한 눈화장

․ 마스카라와 속눈썹 강조

․ 엷은색의 육감적인

입술 표현

1970197019701970 펑크, 히피문화 대두 ․ Farrah Fawcette ․ 굵고 진한 눈썹 표현

․ 돌출된 광대뼈 표현

1980198019801980
복고풍 영향으로 성숙한 

여성 이미지부활
․ Madonna ․ 펄이 가미된 섀도우

․ 표현선명하고 굵은 입술 

1990199019901990
다양한 스타일 공존

개성적 메이크업 표현

․ Julie Roberts
․ Nicole Kidman

․ 누드 메이크업

․ 다양한 질감 표현

2000200020002000년년년년~~~~

현재현재현재현재

까지까지까지까지

뉴밀레니엄으로 희망과 

행복 표현 웰빙문화 

등장과 건강한 피부표현

․ Angelina Jolie ․ 엷은 눈썹과 건강한 피부

강조 다양한 스타일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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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관능미 관능미 관능미 관능미 표출표출표출표출
        
 관능미로서 의상에서는 노출과 관련하여 루디 건릭(Rudi Gernreich)33)은 
“앞으로 피부 그 자체가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였
으며 실제 피부 그 차체가 미의 소재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의 계기를 마
련하였다. 이것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욕망을 가지며 보이기 위한 동기
를 가지고 장식적인 심리적 표현이며 이성에 대해 비중을 둔 성적 매력에 근
본을 두는 것이다34). 
  관능미표출의 수단으로서의 노출은 네트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을 부위를 
드러내거나 혹은 등과 그 밖의 신체의 일부를 직접 드러내거나 엿보게 하는 
형상이다. 의상에서는 노출 등은 고대 크리트(crete, BC 3500~100)35)복식
에서 시작되었으며 크리트 여성은 상체가 꼭 끼는 블라우스에 짧고 좁은 소
매가 몸 판에 이어져 붙었고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켰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선정성을 수용하고 가슴, 어깨 다리 등을 과감하게 노출하며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의복에서의 관능미 표현으로는 의복을 신체에 밀착 시켜 착용하는 
바디 컨셔스 스타일(Body comcious)이 있다. 바디켠셔스 스타일은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이나 거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구성으로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스타일로 인체에 밀착과 여
성복은 나체를 연상시키며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에 복식을 밀착시켜 전체의 
유연한 곡선을 반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누드보다 더 에로틱한 느낌을 강
조하며 바디컨셔스 스타일은 60년대 후반 여성다운 신체와 선, 다리, 아름다
운 곡선이 강조 되었으며 90년대에는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에서 자극적인 
성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36).
33) 루디건릭:미국의 디자이너,1964년 (Topless)수영복을 선보임.

34) 변소정,“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9,p.55 
35) 홍정숙,“서양복식 문화사”경춘사,1998,p.50

36) 변소정,op.cit.,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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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관능미를 강조하는 것은 노출, 은패, 밀착, 비침 등으로 신체적 매
력을 돋보이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메이크업에서는 오일, 스톤 등을 이용하
여 관능적 매력을 더욱 부각을 시킨다. 
  이런 관능적 매력은 동성으로 하여금 부러움과 경쟁심을 함께 느끼게 한다. 
경쟁심이란 협동이나 협력에 대응되는 말로서 한계가 주어져있는 것에 대한 
물이나 배우자, 생식 공간 등에서 양적인 제한으로 인해 그것을 탈취하려는 
생물 사이에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
은 배우자와 이성에 대한 관심을 취하려는 심리적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림54) 상반신을 노출시킨 여성의 모습과 향수를 가슴위에 놓여진 모습
은 이성을 자극하는 광고로서 메이크업은 누드톤 으로 글로시 하게 표현하였
으며 눈썹은 직선형태로 자연스럽게 원래의 모습을 표현하며 네츄럴한 에로
티시즘을 느끼게 하는 광고이다.
  (그림55) 사막에 나른한 햇살이 비취고 모델이 여유롭게 누워있음으로 인
해 보는 이로 하여금 관찰심리를 자극하며 메이크업 표현 모델의 전신에 오
일을 발라 광택과 탄력적인 피부를 표현하였으며 흑인 모델을 등장시켜 야성
적 관능미를 보여준다. 
  (그림56) 모델의 가슴까지 오픈 시킨 의상과 헝클러진 머리 결, 몽롱한 눈
빛, 조금 벌여진 입술로 나른하고 퇴폐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섀도우는 
브라운으로 스모키하게 표현하고 립은 레드계열로 글로시 하게 연출 하였다. 
  (그림57) 캘빈클라인 Truth 향수 광고로서 여성의 뒷모습을 모두 노출시
켜 바닷가의 인어공주를 떠올리게도 하며 아름다움이 향수와 동일시되는 연
상 작용을 하는 관능적 자극 광고이며 (그림58)는 제임스 딘 속옷광고로 팔
에는 반짝이는 스톤을 붙여서 화려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펄이 가미된 섀
도우와 피부표현은 빛에 의한 반사로인해 더욱 투명하고 화사한 관능미를 표
출하는 광고 이다. 
  (그림59) 루이비통 상표로고를 전신에 세긴 모델을 등장시켜 모델의 관능
적 전신을 감상할 수 있게 하며, 손으로 가려진 가슴부위는 오히려 더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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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관능적 광고이다. 
 (그림60) 시슬리의 의류광고이며 매우 선정적인 자세와 속옷만 입고 있는 
모델의 하반신, 두꺼운 아이라인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하여 성적자극 
심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광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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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글래머러스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49)50년대마른닌먼로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51) 80년대 마돈나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48)40년대 

잉글리드 버그만 

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 50) 70년대 

엘리자베스 테이러 

출처: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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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05 

루이자베까리아

글래머스타일 재현

Elle korea (3월)

(그림 52) 1997 guess 광

고 

www.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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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성적 성적 성적 성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54)2002 

Dolce&Gabbana 

 Vogue korea(5월)

(그림 55) 2003 Louis 

vuitton 

Vogue korea(3월)

(그림 56)2004 Louis 

vuitton 

Vogue korea(11월)

  (그림 57) 2002

   Calvin klein

  Vogue korea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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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2005 Sisley  Elle korea(3월)

(그림 59)2005 Louis 

Vuitton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58)2004 James dean

Elle korea(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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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성적 성적 성적 성적 쾌락 쾌락 쾌락 쾌락 심리   심리   심리   심리   
  
  현대에는 육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천박한 일이 아닌 하나의 장
점으로 정착되는 시대상황은 기존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넘어선 더욱 도착적
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예술 활동으로 승화된 에로티
시즘은 다른 이들의 행동 또는 타인의 눈을 통해 보고 관음증, 가학증, 강박
증, 동성애, 도착증, 등의 여러 형태를 숨겨진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 하여 대
신 보여주는 대리 만족적 심리를 가지고 있다.
  대리 만족적 측면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능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생리
적 필요에 의한 충동으로 쾌락의 추구가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곧 
쾌락추구 본능이다.37) 
  美에 대한 동경과 환상적 에로티시즘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 
쾌락추구 수단이 되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한 남자와 두 명의 여자로서 그룹섹스를 묘사하거나 일상적이지 
않는 성적인 부분을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볼 수 있게 하여 호기심을 유발  
시킴과 동시에 타인의 행동을 통한 대리만족적인 심리를 표현한다. 
다음 <표3>은 심리적 특성에 따른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37) 마르쿠제,“에로스와 문명”,나남,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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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3> 3> 3> 3>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부분부분부분부분 이미지적 이미지적 이미지적 이미지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표현표현표현표현

1.자기

 과시적   

 심리

나  르

시시즘

․ 자기에 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

․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며

남과 비교해 상대적 우월성 

표출 심리 

․ 따뜻한 느낌의 피부 표현.

․ 눈썹은 도회적으로 짧고 

각지게 표현

․ 립은 글로시하게 표현

․ 오렌지, 브라운 등으로 

따뜻한 느낌강조

과 잉

상 징

․ 인공주의와 속물 주의적 

이미지, 스노우비즘적 ,

․ 퇴폐적 이미지

․ 불안감과 위기의식 좌절감을

오히려 과장되게 표현

․ 과잉된 자기과시 표출심리

․ 스톤, 타투, 피어싱, 

인조눈썹 사용 

․ 과장되고 괴기스럽게 

진한 아이 라인을 

그려 퇴폐적으로 표현

․ 무채색을 강조하거나 

인공물질을 이용하여 

스노우비즘을 강조

2.성적    

 자극 

 심리

글래머

스타일

․ 부드러운 질감의 드레스와 

잘록한 허리

․ 볼륨 있는 가슴 강조 

․ 여성스러운 이미지 강조

․ 가늘고 긴 아이라인 강조

․ 길고 진한 마스카라 볼륨 

있는 입술 표현

노출에 

의한 

관능미 

표출

․ 부분적, 전체적 노출과

밀착된 의상

․ 도발적이며 충동적 이미지

․ 자신을 내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

․ 신체와 조화를 이룬 

탄력적인 피부 표현

․ 글로시와 샤이닝한 제품을

사용

3.성적    

 쾌락 

 심리

관찰자적 

입장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

․ 관음증, 가학증, 강박증,

동성애, 도착증 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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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광고에 광고에 광고에 광고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특성특성특성특성

제 제 제 제 1 1 1 1 절절절절.  .  .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조형요소조형요소조형요소조형요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 뉴밀레니엄과 행복 미래에 대한 동경 등으로 
후레쉬한 메이크업의 등장으로 인해 짧은 머리와 천연색 섀도우들이 다시 등
장하고 그로인해 글로시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으며, 웰빙 이라는 단어와 함
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여기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페미닌이 아
닌 파워풀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굵고 짙은 눈썹이 다시 대두 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사회적 혼란과 경기 불안정 등으로 인한 모든 유행
의 혼합이 일어나 히피, 디스코 60년대 70년대 풍의 복고현상으로 다양하고 
과장된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이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탄력 있는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두는 메이크업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른 메이크업의 특징을 알아보면 조형적 유형으로 형태와 색채 , 질
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1. 1. 1. 형태형태형태형태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에서의 형태를 살펴보면 선과 면으로 구분 지을 수 있
다. 선은 주로 아이라인과 눈썹 입술의 윤곽으로 살펴 볼 수가 있으며, 면은 
아이 섀도우, 쉐딩, 볼륨감 있는 립 표현으로 구분된다.
 
 가가가가. . . . 선 선 선 선 표현표현표현표현
 얼굴에서의 Line 표현은 눈썹의 굵기와 아이라인의 길이와 굵기, 올라가고 
처짐의 차이, 립 라인의 모양 등으로 나타나며, 표현에 따라 얼굴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온다. 선의 표현에서 눈썹의 굵기는 여성스러움과, 중성적 느낌, 귀
엽고 나이든 느낌의 인상을 좌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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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의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눈썹표현은 가늘고 길게 아치형으로 올려 
그려서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 하였으나 현대에서는 두껍고 짧
게 일직선으로 그려 당당하고 파워풀한 페미닌 스타일을 보여 주는 예가 많
아 졌다. 또한 아이라인은 눈을 강조하여 내면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
용이 된다.
 (그림61) 지방시의 F/W 2000년 이미지 광고로서 와인컬러의 매혹적인 표
현으로 아이 섀도우는 간소화 하며 아이라인은 두 줄로 두껍게 치켜 올려 미
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립스틱은 와인을 진하게 발라주며 그 위에 
글로시하게 표현하여 섹시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림61-1) 그림61의 선적인 부분을 살펴봄으로서 눈썹은 두껍고 각지게 
그려져 건강하고 강한 느낌을 표현하고 두 줄로 그려진 아이라인은 독창적인 
표현을 보여 주고자 함으로 선적인 느낌으로 얼굴 전체의 부드러움과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광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62) 2000년도 도도 빨간통 파우더의 광고로 ‘앙큼한 것’이란 카피문구
와 함께 꼭 끼는 가죽 빨간 의상을 입은 모델이 고양이처럼 걸으며 메이크업 
역시 눈썹은 사선형태로 오려서 그리고 아이라인은 두껍게 눈 앞부분을 더 
연장시켜 뒷부분은 길게 치켜 올려서 마치 고양이의 눈을 표현하고 있다. 고
양이가 가진 귀엽고도 앙칼진 모습을 여성의 모습과 비유하여 표현하고자한 
선을 강조한 메이크업 표현이다.
 (그림63) 이브생 로랑의 립스틱 광고이며 눈썹을 가늘고 길게 그려서 시원
하고 깔끔한 눈매를 표현하고자 함이고 립은 와인색으로 도톰하게 그려주었
다.    

 나나나나. . . . 면의 면의 면의 면의 표현표현표현표현
메이크업에서의 면의 표현은 아이 섀도우의 그라데이션과 볼에 음영으로 쉐
딩과 함께 입체감 있게 표현된 입술을 들 수 있다. 
 면을 강조하는 에로틱 메이크업은 눈에 음영을 주어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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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많으며, 볼을 움푹 들어가 보이게 하거나 광대뼈를 부각시켜 하이라이
트를 주어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64) dior Pure Poison 향수 광고이며 눈의 음영과 광대뼈의 돌출 움
푹 들어가 보이는 볼 등의 면적인 입체감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부드러운 여성상을 보여주는 광고이다.
 (그림64-1)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듯한 눈매를 스모키한 메이크업으로 보
여주며 조명과 하께 더욱 깊어보이도록 연출되었다.
 (그림65)2005 IOPE의 Spring 메이크업 광고이며 얼굴 전체적인 윤곽을 면
적으로 표현하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섀도우로만 표현하고 아이 섀도우는 앞
부분까지는 화이트 컬러로 그라데이션 시켜 하이라이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게 하였고 쌍겹 부분은 오렌지 컬러로 가볍게 마무리 한다. 볼은 
전체적인 윤곽 수정을 위해 브라운 계열을 이용하여 광대뼈를 감싸듯이 그라
데이션 시켰으며, 립은 핑크톤 으로 글로시 하게 표현하였다.
이 광고에서는 (그림65-1)에서 볼 수 있듯이 섀도우는 두개의 면으로 구분
하여 메인컬러와 하이라이트로 표현하였으며 볼 터치는 전체적인 입체감을 
위한 면 표현이며 립스틱은 볼륨감 있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6) 랑콤의 마스카라 광고이며 아이홀 까지 까맣게 크림 섀도우를 발
라 눈의 면의 강조는 광고이다. (그림67) 에스티 루더의 Pure color lipstick
광고 이며 립만을 강조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는 주목률을 높이기 위
한 면을 강조한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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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 선 선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그림 61-1) 

그림61의 눈썹과 아이라인

의 선과 면적인 표현

(그림 62) 2000 

도도 빨간통 파우더 

 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 63) 2000 

Yves saint laurent

Vogue korea(8월) 

(그림 61)2000 Givench

Elle korea(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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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 면 면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64) 2002Christan 

dior Pure Poison 

 Elle korea(5월)

(그림 64-1)스모키 메이크

업의 섀도우 표현 

(그림 65) 2005 IOPE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65-1) 65의 섀도우

와 립의 면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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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2003Lancome

 Vogue korea(5월) 

(그림67)2003

Estee lauder

Pure Color lipstick

Vogue korea(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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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질감 질감 질감 질감 표현표현표현표현
  
        가가가가. . . . 매트매트매트매트(mat)(mat)(mat)(mat)
 광택 없이 건조하게 표현 하는 표현이며 보송보송한 느낌을 주어 산뜻한 느
낌과 음울한 느낌을 동시 표현할 수 있다.  매트한 느낌의 메이크업은 시간
이 지나면 많이 당기는 단점이 있어 건조한 피부는 기초제품을 꼼꼼히 바른 
후 메이크업을 해야 피부가 들떠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림68) 빛에 의한 음영표현과 부드러우면서 어두운 느낌을 주는 클리오 
파우더 광고이다. (그림69)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베르사체 광고이며 가슴
까지 열려진 상의로 에로틱하게 연출되며 광택 없는 머리결과 피부 표현으로 
매트하게 표현되었다. (그림70) 샤넬의 알뤼르 향수 광고로 ‘정의할 수 없고 
저항 할 수 없는 향기’ 라는 카피문구와 함께 모델은 모노톤의 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였다. (그림71) 관자놀 과 광대뼈를 붉게 음영을 주고 환상적으로 
표현하며 매트한 느낌을 강조 한다. 

        나나나나. . . . 글로시글로시글로시글로시(Glossy)(Glossy)(Glossy)(Glossy)
  글로시 메이크업의 매력은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변화와 투명함과 섹시함 
순수함의 등의 다채로운 표현이 용이하다.
  글로시한 제품은 피부 톤을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부를 너무 밝게 표현 할 경우 얼굴이 퍼져 보이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어둡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72) 피부, 눈과 입술 얼굴 전체를 물이 흠뻑 머금은 듯하게 촉촉한 
표현으로 탄력적으로 싱그럽게 표현하였다. (그림73) 글로시한 아이 섀도우
를 표현하며 색상은 오렌지를 이용함으로 인해 성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
하기 충분하다.
  (그림74) 크리챤 디올의 핸드백광고로서 글로시한 표현을 얼굴에만 한정
짓지 않고 몸 전체에 표현하여 파워풀한 강한 느낌을 주며 더욱 자극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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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75) 글로시한 피부와 화려한 조명으로 인해 더
욱 활동성이 강조되며 파워풀한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다다다다. . . . 샤이닝샤이닝샤이닝샤이닝(Shining)(Shining)(Shining)(Shining)
  펄을 사용하여 반짝임을 주는 것은 좀더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빛에 
의한 다양한 변화로 인한 신비로움을 표한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섀도우와 립에만 그 표현 이 한정되었으나 현대에는 메이크업 베
이스와 파우더 같은 기초제품에서부터 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능
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팔 다리 가슴 등 전신에 사용되어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며 컬러가 반사되어 보다 투명하고 글래머러스하게 연출 할 
수 있다.
  (그림76) 보그에 실린 나디야의 모습으로 굵은 펄을 이용하여 화려함을 
더하며 (그림77)  얼굴전체에 펄을 주어 얼굴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빛의 반
사에 따라 더욱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고 아이 섀도우는 갈색과 검정의 무채
색을 이용하며 스모키(Smoky)한 강한 눈매를 보여주는 시세이도의 섀도우 
광고이다. 
  (그림78)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를 표현 하며 핑크색의 섀도우와 립스틱은 
유약한 이미지를 띄며 신비스럽게 표현 크리스챤 디올 광고이다. (그림79) 
다양한 펄 섀도우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빛의 표현을 강조하는 비쥬얼 광고이
며 태양과 노을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립은 갈색톤으로 샤이닝
하게 표현 하였다. 
(그림80) 2004년 헤라 겨울 이미지 광고 이며 섀도우를 아이홀 밖으로 그라
데이션 시켜 눈이 더 커 보이게 표현하였으며 얼굴 전체에 펄 제품을 사용하
여 샤이닝 하게 처리하였다. (그림81) 눈과 입술에만 반짝이는 느낌을 주어 
포인트를 주었으며 (그림82) 글로시와 펄이 함께 섞인 립을 표현 하였으며 
(그림83) 눈앞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더욱 화사해 보일 수 있도록 섀도
우는 펄이 가미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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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매트매트매트(Mat)(Mat)(Mat)(Mat)

     

(그림 68)2002 CLINIQUE

Vogue korea(5월)

(그림 69) 2004

Versace

Vogue korea(3월)

(그림 70)2001 Chanel 

Allure

 Vogue korea(2월)

(그림 71)2001

 Louis vuitton 

Vogue korea(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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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시글로시글로시글로시(Glossy)(Glossy)(Glossy)(Glossy)

     
(그림 72)2004 글로시 

이미지  Elle korea(8월)

(그림 73) 2000글로시 

이미지  Elle korea(8월) 

(그림 74)2001Christian 

dior

Vogue korea(3월) 

(그림 75) 2002 Christian 

dior addict 

Vogue korea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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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 샤이닝 샤이닝 샤이닝 (Shining)(Shining)(Shining)(Shining)

(그림 77)2002 Shiseido

   Vogue korea(5월) 
(그림 76)97년 나디야 

아우만

Vogue korea(2004.12) 

(그림 78)2002 Christian 

dior

Vogue korea(5월)

(그림79)2002 Estee     

lauder

Vogue korea(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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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2002 Hera 

Winter Flash 

Vogue korea(12월)

(그림 81)2004 라네즈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82)04 캐쉬켓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그림 83) 05 오휘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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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색채 색채 색채 색채 표현표현표현표현
 
  광고에서의 색채는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각적
인 요인이며 소비의 감성적,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감성마케팅이 부각
되어 시각적인 요인으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기업은 개개인의 감성 가치
관을 반영하여 다원화되고 다극화된 고객의 심리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전략
으로 색채 차별화 전략 및 이미지구축을 통해 마케팅에 적용한다.38)
 그에 따른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에서의 색채는 여성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사
랑스러운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에로틱 메이크업에 나타난 중심
적인 색채는 검은 색과 회색의 무채색으로 음영을 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며 최근에는 초록색과 진한 핑크색과 블루의 파스텔컬러 등이 관능적 미
의 표현에 이용되고 있으며, 동양적인 신비함을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는 황
금색 계열을 사용하기도 한다.
검은색과 회색의 무채색이 많이 가미된 아이 섀도우 표현을 스모키 메이크업
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그 밖의 파스텔 계열과 선명한 색상들로 메이
크업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가가가. . . . 무채색의 무채색의 무채색의 무채색의 스모키스모키스모키스모키(Smoky) (Smoky) (Smoky) (Smoky) 표현 표현 표현 표현 
  스모키 메이크업은 섹시함과 지적인 표현 등에 사용되며 눈을 어둡게 표현
하여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광고에서는 세련된 표현과 퇴폐적 이미지를 
연상할 때도 자주 사용되며 깊은 눈매를 강조 하여 드라마틱하게 연출 할 수 
있다. 스모키한 메이크업의 특징은 차분하고 가라앉은 검은색과 회색의 무채
색과 퍼플 계열로 깊이감과 립은 와인 색과 연보라색으로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도발적이고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림84) 2002년 
Dolce&Gabbana 광고 이며  회색빛의 진한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
으로 섹시함을 표현하며 립은 단조롭게 하여 검은 색의 드레스와 상체의 옆

38)신향선, “패션&뷰티를 위한 Color image making”, 국제, 200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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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포즈는 에로틱함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그림84-1) 쌍겹 부분까지 바른 회색 섀도우와 그 위에 펄이 있는 제품을 
이용하여 눈에 입체감을 표현하고 아이라인은 아래 언더라인까지 진하게 그
려주어 깊은 눈매를 표현한 스모키 메이크업이다.
 (그림85) Elizabeth Arden의 광고로서 블랙과 바이올렛으로 부드러우면서
도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준다. (그림85-1) 아이 홀 까지 바이올렛 컬러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블랙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하여 깊이 감을 준 
성숙한 메이크업 표현으로 주로 가을 겨울이나 파티 등에 자주 표현되는 방
법이다.
 
나나나나. . . .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표현표현표현표현
  건강을 중요시 하는 웰빙 문화의 대두와 젊은 감각의 다양한 시도들에 의
해 에로틱 메이크업의 표현에서도 요즘은 선명한 색상의 초록과 노랑들이 등
장하고 핑크와 블루 등의 파스텔 계열의 색상들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밝
고 선명한 원색은 경쾌함과 액티브한 이미지를 가진다.
 (그림86) Dior whith foundation 광고이며 눈부시게 환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전체에 광택 있게 처리하고 눈썹은 네츄럴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며 섀도우는 비비드한 핑크로 그라데이션 시켜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게 표
현해 주었다.
 (그림87) 선명한 블루 섀도우를 이용하여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며 머
리엔 썬글라스로 매치하여 한여름의 태양과 해변의 낭만을 생각하게 해주며 
마스카라는 아찔하게 올려서 여성성을 강조하자 하는 광고이다.
 (그림88) 에뛰드 ‘아이스크림 섀도우’ 광고이며 크림타입으로 촉촉하고 부
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고 ‘그녀가, 그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이라는 카피
문구처럼 밝고 화사한 컬러를 이용한 에로티시즘 광고이다.
 (그림89) 라피네  봄 이미광고이며 가슴이 드러나는 초록색의 드레스로 에
로틱한 의상과 더불어 메이크업은 같은 계열의 아이 섀도우와 오렌지 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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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립스틱으로 표현하여 봄의 초록과 싱그러움 느끼게 하는 광고이다.
 (그림90) 엔프라니의 파티가 떠오르는 메이크업 표현이며 아이 섀도우는 
오리엔탈의 황금색의 펄을 눈 앞부분에 표현하여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을 표현하였고 청보라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표현하고 윤곽 전체에는 핑크색
으로 정리하여 로맨틱한 메이크업을 연출 하였다.
 다음 <표4>는 무채색이 많이 가미된 스모키 메이크업을 먼셀의 색 기호에 
따라 섀도우와 립 색채를 구분하였으며, <표5>는 유채색이 많이 활용된 에
로틱메이크업을 먼셀의 색 기호에 따른 구분이다.
 <표6>은 에로틱 메이크업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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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키스모키스모키스모키(Smoky) (Smoky) (Smoky) (Smoky) 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메이크업

(그림 85)2004 Elizabeth 

Arden

Donna korea(10월) 

(그림 84) 2002 Dolce 

&Gabbana

 Vogue korea(10월)

(그림 85-1) 그림 85의 

스모키 섀도우 표현

(그림 84-1)그림 84의 스

모키한 섀도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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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 4> 4> 4> 무채색이 무채색이 무채색이 무채색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가미된 가미된 가미된 가미된 스모키 스모키 스모키 스모키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색채색채색채색채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표현 표현 표현 표현 

                    립립립립

            색  색  색  색  채채채채

            섀도우섀도우섀도우섀도우

            색  색  색  색  채채채채 포도주색포도주색포도주색포도주색

(dark red)

(2.5R2.5/3)

바이올렛바이올렛바이올렛바이올렛

(violet)

(2.5p4/11)

밤색밤색밤색밤색

(dirk yeddish 

brown)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 블랙블랙블랙블랙

(Ivory black)

(N2)

올드 올드 올드 올드 로즈로즈로즈로즈

(soft pink)

(1R 6/6.5)5R 

2.5/6)

산호색산호색산호색산호색

(coral)

(2.5 7/11)

연 연 연 연 보라보라보라보라 

light violet

(10PB6.5/6.5)

라벤더라벤더라벤더라벤더

(lavender)

(5P 6/5)

                                                                                    색 색 색 색 채 채 채 채 / / / / 색명 색명 색명 색명 / / / / 먼셀의 먼셀의 먼셀의 먼셀의 색기호색기호색기호색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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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2002Christian 

dior

Dior white foundation

Vogue korea(5월) 

(그림 87)2002Christian 

dior

출처: daum cafe

 

(그림 86-1)그림 86의 섀

도우 표현 

  (그림 87-1) 그림 87의  

  섀도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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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1) 그림 90의 

립 색채 표현

(그림 88)2005 에뛰드 크

림섀도우 www.ngtv

(그림 89) 2002라피네 

www.ngtv

(그림 90)2004 엔프라니

www.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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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5> 5> 5> 5>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유채색의 표현표현표현표현

                    립립립립

            색  색  색  색  채채채채

            섀도우섀도우섀도우섀도우

            색  색  색  색  채채채채

색채 색채 색채 색채 / / / / 색명 색명 색명 색명 / / / / 먼셀 먼셀 먼셀 먼셀 색 색 색 색 기호기호기호기호

장미색장미색장미색장미색(vividred)

(1R 5/14)

청색청색청색청색

(irght blue)

(3PB 5/11

초록색초록색초록색초록색

(vivid yellow 

green)

(3GY 7/10)

바이올렛바이올렛바이올렛바이올렛(violet)

(2.5p4/11)

 로즈레드로즈레드로즈레드로즈레드(strong 

purplish red)

(10PP 4.0/11.5) 

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strong

orange)

(6YR 6.5/13)

연보라연보라연보라연보라 (light 

violet)

(10PB6.5/6.5)

모란색모란색모란색모란색(vivid red 

purple)(3RP 

5/14) 

황토색황토색황토색황토색

(yellowochre)

(10YR 6/7.5)

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

(strong orange)

(6YR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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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6>6>6>6>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의 조형적 조형적 조형적 조형적 특징특징특징특징

1.1.1.1.형태형태형태형태

선 눈썹, 아이라인, 입술 외곽선 등의 표현

면

눈썹의 면적, 아이 섀도우의 그라데이션, 

입술의 볼륨감

볼 터치 등의 표현

2.2.2.2.질감질감질감질감

매트 광택 없이 건조한 표현

펄

(샤이닝)
미세하게 반짝이는 광택 표현

글로시 오일을 이용하여 윤기 있고 번들거리는 표현

3.3.3.3.색채색채색채색채

무채색 검은색과 회색의 스모키 메이크업

유채색의 

다양한 표현
초록색, 핑크색, 파란색, 붉은색 등의 선명한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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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절절절. . . .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광고에 광고에 광고에 광고에 표현된 표현된 표현된 표현된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에로틱 메이크업특성메이크업특성메이크업특성메이크업특성
 
  1.1.1.1.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표현표현표현표현
  
  성적소구 광고 중 시각적 이미지나 언어적 메시지가 확실하게 성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말하며 포르노 그라피적인 방법이 인간의 원초
적인 욕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하고 있
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교로만 국한 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키스와 
포옹, 애무 등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표현양식으로 본다.
 국내 광고에서의 에로티시즘은 70년대 공업화와 산업화 인해 의상과 화장
품  속옷 등의 대량 생산으로 광고의 주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
며 그 표현이 90년대 후반부터 국제광고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모델
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노출의 정도가 심화되고 에로티시즘 표현은 절정기
를 맞게 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마케팅의 국제적 개방화와 뉴미디어 시대
의 등장으로 광고시장 또한 개방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 계층의 변화
로 다품종, 고급화를 지향하며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표현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고 마케팅 전략과 함께 외국의 직접적, 노골적인 인쇄 광고
를 그대로 적용 하면서 직접적인 에로티시즘 표현이 등장하게된 것이다.
 (그림91) Guess광고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장면으로서 푸
른 하늘과 모래사장위에 남녀가 누워 있으며 노출시킨 남성위에 여성이 키스
를 하려는 것처럼 다가가 나른함과 섹시함을 도발적으로 표현하는 광고이며 
피부는 그을린 듯한 브라운 계열로 표현하였으며 스모키한 섀도우 표현으로 
흩어진 머리결등을 에로티시즘을 묘사해 낸다.
  (그림92) 키스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도심 속의 누구나 꿈꾸는 장면
을 낭만적으로 연출하고 비에 젖은 모델들은 더욱 에로틱하게 보인다. Dkny 
fragrance의 향수의 이성에 대한 이끌림을 묘사하며 젖은 머리에 네츄럴한 
피부 표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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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3) 1997년 Gucci envy 향수 광고이며, 톰포드가 영입되면서 남녀가 
서로 포옹하며 향수가 남녀의 알몸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한 제품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모델들의 노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이크업 표현은 절제된 색채를 쓰고 붉은 색의 네
일 칼라를 강조하여 에로틱함을 더하고 있다.
 (그림94) 2004년 Calvin Klein jeans 광고이며 남성 모델위에 여성이 누워
있으며 흑백 사진 광고로서 클래식한 이미지를 주며 관능적 에로티시즘을 직
접적으로 표현하는 광고 이다.

  
2. 2. 2. 2.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표현표현표현표현
  
  성행행의 직접적인 표현양식이 너무 노골적이며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광고
주들은 좀더 완화된 표현으로 성적소구 광고 중 시각적 이미지나 언어적 메
시지가 암시적으로 성애를 표현하며, 은유와 유추를 통해 소비가가 느끼도록 
하는  간접적인 표현 방법들이 빈번히 등장하게 되는 이유이다.
 간접적인 표현은 연상의 심리에 의해 시각적으로 에로티시즘을 이끌어 내며 
남녀를 등장시켜 애정표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을 말한다.  
  (그림95) Louis Vuittion 핸드백 광고이며 남성의 어깨위에 남성이 앉아 
있고 머리를 장갑을 낀 손으로 짓누르고 있으며, 강력한 여성상을 보여주며 
남성은 상의를 여성은 하의를 입지 않고 있어 노출로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간접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메이크업 표현은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와  
핑크톤의 네츄럴한 립 표현, 광대뼈를 강조하는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광고
메이크업 이다. 
 (그림96) Guess광고로서  한남성과 두 명의 여성을 등장시키고 남성은 가
각 두 여성의 힙에 손을 얻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미소를 짓는 이들은 그룹섹
스를 떠올리게 한다. 메이크업은 브라운계열의 섀도우와 글로시한 립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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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출 되었다.39)
 (그림97) Dior 핸드백광고에서는 동성애를 보여주는 광고이며 땀으로 흥건
해진 피부를 글로시하게 표현하며 물에 젖어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눈 아래 
부분을 보여주는 레즈비언(lesbian)의 분위기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드러낸
다.
 청바지를 변형한 원피스로 만든 풍만한 가슴을 감싸 안고 보이시한 느낌의 
의상은 레즈비언 특유의 중성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그림98) Dolce&Gabbana 광고이며 흑백 사진에 표현된 모델들은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잡고 있는 남성과 어깨를 잡고 있는 여성의 손을 
보여줌으로 인해 강제성을 띄는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며 위태로움과 공포 스
러움을 보여준다. 메이크업의 표현은 흑백메이크업의 스모키한 섀도우와 진
한 립 표현으로 도발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3. 3. 3. 3.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표현표현표현표현
  
  성적소구 광고를 상징적으로 포장하여 묘사한 광고를 말한다. 즉 ‘성행위를 
상징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쾌감만족은 입술과 관련되어 얻어질 수 있으며 성감대
(性感帶)라고 부르며 젖을 빠는 행위에서 얻어지는 쾌감도 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키스는 성도착 행위라고도 말한다.”40) 이처럼 프로이드는 여성
의 가슴과 입술을 성감대로 보고 섹스 심볼로써 상징적의미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상징적의미의 에로티시즘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들에게 직접적 에로티

39) 레즈비언(lesbian):동성애를 즐기는 여자. 관능적 여성이 많이 살던 그리스 에게해의 레즈보스 섬에

서 유랜된 말이다. 네이버 백과 사전

40) 김의성,“에로티시즘을 Visual Motive로 한 잡지 광고의 차별적 표현에 관한 연구”, 2000, 원대 산

업 대학원 석사 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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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즘 광고가 노출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성인 남녀에게서는 더욱 에
로틱한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여 광고의 효과 또한 높여 줄 수 있
다. 본 논문에서의 상징적 표현은 여성의 발, 머리카락, 입술, 가슴, 등의 신
체의 일부분과 립스틱, 하이힐 등의 여성을 대표하는 사물로 그 범주를 정하
며 기존의 관념을 재음미하게 하는 것이다.
  프뤼겔은 복식 부품들이 신체의 성적 부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며 복식이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며 남성복 중 앞이 깊게 
나온 구두, 넥타이, 긴 칼라, 바지 등은 남근을 상징하고 있으며, 복식 중 앞
이 둥글게 파인구두, 베일, 거들, 팔지, 보석류 등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다.41)라고 하였으며 프뤼겔은 복식은 신체에 대한 관심을 끌 목적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 성적 매력을 더해 주려는 욕구와 성적 관심을 끌려는 에로틱
한 욕구에 의해 시작 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징성으로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메이크업
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99) 성적 암시를 노골적이고 엽기적으로 표현하는 광고이며 엽기적인 
표현은 좋은 취향을 거부하고 ‘악 취미의 미학’을 퍼트리면서 인간내면에 또
다른 악마주의를 불러일으키며 변태적인 표현을 불러온다. 엠마뉴엘 광고에
서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발을 개가 핥고 있으며, 환희에 찬 표정은 만족
스러움을 보여주며 쇠사슬이 촘촘히 박힌 구두와 개 목걸이가 변태적인 상징
적 성행위를 암시하며 치밀히 계산된 비쥬얼이다. 메이크업 표현은 브라운 
계열의 볼터치가 강조 되며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표현되었다.
 (그림100) Gucci의 광고는 높은 하이힐은 여성성을 상징하며 붉은 구두와  
동일한 컬러의 립스틱과 환하게 비추이는 조명은 스릴마저 느끼게 한다. 
 (그림101) 프레드의 비쥬얼 광고이며 팔목에 스스로 혀로 핥는 표현은 나
르시시즘적인 성행위를 상징하며 메이크업의 표현은 글로시하게 표현된 섀도
우를 이용하며 손으로 펴바른 듯한 크림 소재를 이용하였고 눈썹은 각지고 

41) 조규화, [복식 미학], 동아출판사, 1986,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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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게 그려 중성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102) 보석은 여성을 상징하며 또는 사치스러움과 과시의 표현하기 위
한 수단이 되기고 한다. Boucheron 광고에서는 입술에 보석을 물고 있으며 
과장되게 클로즈업하여 촉촉한 입술을 벌리고 있어 그사이로 보이는 혀 등으
로 여성의 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립은 글로시 하게 표현하였
다.

    4.4.4.4.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표현표현표현표현
  
  환상적 표현은 성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광고로 주로 향수 고급의류 및 주류 광고에서 자주 표현된다. 
  환상은 정신구조 전체 안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하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충고 의식의 가장 높은 생산물을 연결시키고, 꿈과 현실을 연결하며 개인적
인 기억의 영구히 억압되어 있는 이상, 금기된 자유의 이미지와 같은 인류의 
근원을 보존한다고 프로이드는 말한다. 성본능과 환상의 관계를 자아본능과 
의식 활동의 관계로 이중으로 확립하고 환상을 쾌락의 원칙과 관계 지어 제
시하고 환상의 이미지는 인류의 그릇되게 정복된 과거 보다는 오히려 정복되
지 않은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 한다고 설명하였다.
  칼 융(Carl Gustav jung)42)에 의하면 환상은 모든 능력의 원시적이고 궁
극적이고 매우 대담한 동합이며 대답이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제시되는 창조적 활동이며, 모든 가능성의 어머니이다. 그 안에서 내적 세계
와 외적 세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의 대립물이 통일되고 객체와 주
체, 외향성과 내향적의 화해할 수 없는 요구 사이에 항상 다리를 놓는다. 라
고 하였다43).
  (그림103) 푸른색과 초록색의 동화 같은 배경에 모델은 마치 인형처럼 창
42) 칼 융(Carl Gustav jung):1875~1961,스위스 분석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동료이자 제자,네이버 백과 

사전
43) 마르쿠제 .김인환역,“에로스와 문명”1994,나남,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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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피부 표현과 눈썹은 아주 가늘고 길게 그려져 있으며, 붉은 립스틱으로 
강조하여 몽한적인  느낌의 환상적 에로티시즘을 보여 준다.
  (그림104) ‘렝스땅 드 겔랑’의 향수 광고로서 가느다란 끈으로만 연결된 
등이 완전히 도출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모델의 몸을 감싸는 남성의 손을 통
해 에로티시즘을 유도 하며 환희에 찬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보
라색의 느낌만을 강조하여 메이크업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그림105) 두 여자 모델이 마치 꿈을 꾸듯이 조명이 비취고 동성애를 느
끼게 하는 광고로서 눈썹은 강하고 굵게 표현되고 아이 섀도우는 붉은 색으
로 눈썹 아래 부분까지 과장되어 펴 발라져 있고 아이홀 안쪽에는 회색톤 으
로 그라데이션 시켜 충혈 된 눈처럼 보이게 표현 하였다.
  (그림106) 로렉스 광고이며 마치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을 느끼게 하는 광
고이며 바다 속 여인의 힘없이 흩날리는 머리결과 미동도 없이 물결에 몸을 
맡긴 가녀린 몸은 더욱 환상적인 에로티시즘을 보여주며  네츄럴한 메이크업
을 통해 순수하고 여린 느낌을  보여주는 광고 이다.(그림107)은 Kenzo향수 
광고이며 남녀 모델을 등장시켜 그 에로틱함을 더하고 있다.
  (그림108) 팜므 파탈(Femme Fatale)적으로 표현한 광고이며, 팜므파탈이
가지는 의미는 숙명의 여인이란 뜻을 지니며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
하는 요부, 악녀의 의미로 쓰인다.  장폴고띠에 의상은 등까지 깊게 파인 비
대칭의 날개를 달고 있으며 여성은 헤어스타일은 높게 하늘을 향해 묶어주고 
두껍고 긴 아이라인과 창백한 피부 표현 , 회색비의 섀도우등으로 괴기스러
움을 표현한 환상적 팜므파탈을 강조하는 광고이다.
  (그림109) 광고는 고띠에의 Fragile 향수 광고이며, 그림은 세명의 남성이 
한명에 여성에게 기대어 성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여성의 창백한 피부는 
남성과 대조를 이루며 관능적으로 표현되며, 굵고 진한 느낌의 눈썹이 여성 
모델은 중성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그림110) Dior Hypnoic poison 광고이며 신비함과 섹시함,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의 모델은 붉은 조명과 독특한 메이크업으로  환상적인 에로티시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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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사선형의 눈썹과 충혈 된 눈과 아래 언더라인에 광택을 주어 시선
을 집중 시키고 붉은색의 섀도우를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도발적인 악녀로 표
현한 팜므파탈적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다음 <표7>은 시각적 광고의 표현 양식에 따른 에로틱 메이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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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91) 2005 Guess 

네이버 블로그

(그림 92) 2002 DKNY 

fragrance 

Vogue korea(5월)

(그림 93) 2002

 Gucci Envy

Vogue korea(3월)

(그림 94) 2004 Calvin 

Klein jeans

Vogue korea(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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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95)2003

Louis vuittion

Vogue korea(3월) 

(그림 96) 2000 Guess 

Vogue korea(9월)

(그림97) 2002 Christian 

Dior Vogue korea(9월)

(그림98)2000   

Dolce&Gabbana

 Vogue korea(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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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그림99)2002 Emanuel 

ungaro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100) 2002 Gucci

출처:네이버 블로그

(그림101)2004 프레드

Vogue korea(5월)

 

(그림102) 2002 

Boucheron

 Nobless korea(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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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표현표현표현표현

(그림 103) 2002 

Longchamp

 Vogue korea(5월)

(그림 104)2003 L'insrant 

de Guerlain 

Vogue korea(5월) 

(그림 106)2002 Rolex

Noblesse korea(3월)
(그림105) 2004 Moschino 

  Elle korea(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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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2000 Jean 

Paul Gaultter FRAGILE

 Elle korea(9월)

(그림 107) 2000 KENZO 

l'eau par Elle korea(5월)

(그림 110) 2003 Dior 

HYPNOIC POISON 

출처: 엠파스

(그림 108) 2002 Gaultier 

Paris Vogue korea(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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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7>7>7>7>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광고의 표현 표현 표현 표현 양식에 양식에 양식에 양식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에로틱메이크업특성에로틱메이크업특성에로틱메이크업특성에로틱메이크업특성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표현  표현  표현  표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

이미지적 이미지적 이미지적 이미지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특성특성특성특성

형태 형태 형태 형태 질감질감질감질감 색채색채색채색채

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직접적 

표  표  표  표  현현현현

키스, 포옹, 

애무 등의 

직접적인 

에로티시즘 

표현

자연스러운 

눈썹과 

아이라인

물에 

젖은 듯한 

글로시한 

표현

브라운,

오렌지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간접적 

표  표  표  표  현현현현

이성과 

동성의 

노출과

은근한 

암시적 표현

가늘고 진한 

눈썹과 아이 

홀까지의 

섀도우

샤이닝, 

글로시한 

피부 표현

브라운, 

오렌지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표  표  표  표  현현현현

사물이나 

동물 등의 

상징적 

소구를 통해 

에로티시즘 

표현

볼륨 있는 

립 표현
글로시

레드, 

베이지

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환상적 

표  표  표  표  현현현현

꿈을 꾸는 

듯한 삶과 

죽음을 암시. 

환상성과 

팜므파탈의 

이미지

굵고 진한 

아이라인, 

뚜렷한 

립 표현의 선

글로시,

샤이닝,

매트의 

다양한 

표현

블루,

레드, 

핑크와 

검은색과 

회색의 

어두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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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현대에는 예뻐 보인다는 말보다는 ‘섹시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로 등극한 
요즘 육체적 매력을 과시하고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고자 한다. 21세기 시각적 광고에서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판매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에로티시즘을 선택한다. 소비자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기계화로 인한 개인주의 소외 현상으로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는 방편으
로 사회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의 모든 의미에서 에로티시
즘을 선택하며, 광고속의 모델과 동일시적 나르시시즘 적 관점과 물질적 충
족감을 채운다. 
 에로티시즘 메이크업 표현은 자기 과시적 심리, 성적 자극심리, 성적 쾌락 
심리의 표현이며 조형적 요소는 형태와 질감표현, 색채 표현으로 나타난다.
형태표현은 선과 면으로 나뉘며 선은 아이라인과 눈썹, 입술윤곽으로 표현된
다. 질감의 표현으로는 글로시, 샤이닝, 스톤 등을 이용하여 관능적인 표현과 
실험적인 美가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에로티시즘을 더욱 자극적이고 도착적
으로 표현하기위해 활용되었던 글로시와 샤이닝 으로 투명하고 순수한 느낌
과 섹시하고 더욱 강렬한 파워풀한 페미니스티를 보여주며 조명과 빛에 의해 
카멜레온 같이 다양한 표현을 연출이 가능한 질감이다. 또한 과잉된 자기 과
시나 표현은 타투와 스노우 비즘으로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표현과 퇴폐적
인 표현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색채의 표현에서는 무채색의 검정과 회색을 이용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지
적이 면서도 깊은 눈매의 드라마틱한 에로티시즘을 연출하며 다른 한편으로
는 유채색의 핑크, 오렌지, 블루, 레드 등의 다양하고 선명한 색채들이 사용
하여 어둡고 무겁게 표현되었던 에로티시즘을 밝고 화사하며 로맨틱하게 연
출하여 표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광고에서는 제품에 따라 화장품, 음료, 핸드폰, 전자제품, 의류로 나누어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첫째, 화장품광고에서는 화장이 이성에게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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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매력을 표출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이란 것을 염두
에 두고 나르시시즘과 로맨틱함과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을 연출한다. 특히 향
수 광고에서는 그 표현양식이 키스와 포옹, 애무, 노출 등으로 노골적인 에
로티시즘을 보여 준다.
 둘째, 음료 광고에서는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진 남 여 모델을 등장
시켜 스포츠와 성을 강조하며 갈증해소라는 생리적 현상을 에로티시즘과 동
일하게 표현한다.
 셋째, 핸드폰 광고에서는 동영상, 카메라, MP3, 슬라이드 등의 핸드폰의 기
능적인 면을 설명하는 형태의 에로티시즘을 활용하여 ‘닿기만 해도 사르륵’, 
‘눕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등의 카피 문구와 함께 춤과 리듬 속에 관능적인 
미를 에로티시즘적으로 표현한다.
 넷째, 가전제품에서는 주로 그 소비의 계층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디오스, 지펠 등의 제품에서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카피 문
구와 함께 여성을 찬미하는 에로티시즘을 선보이며 보다 더 여성스럽고 우아
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의류광고에서는 신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자지고 자신의 개성과 
신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광고로 의복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신체
와 조화를 강조하는 에로티시즘을 보여준다.
 그 표현 양식으로는 직접적인 표현 방법과 간접적인 표현, 상징적, 환상적 
표현 등으로 나뉘고 그 표현 방법에 따른 메이크업의 차이는 색상과 재료 등
에서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표현 양식의 에로티시즘 광고는 키스와 포옹과 같은 직접적
인 방법으로 나타나며 신체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메이크업의 표현
은 너무 과장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태의 스모키 메이크업
과 네츄럴 메이크업 표현이 주를 이룬다. 
 둘째, 간접적인 표현 양식에서는 남녀모델의 분위기가 에로티시즘을 암시적
으로 표현하며 메이크업은 글로시와 샤이닝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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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상징적 표현에서는 사물이나 동물의 상징적 소구를 이용하여 에로티
시즘을 보여주며 메이크업은 글로시와 샤이닝한 제품으로 과장되지 않는 메
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환상적인 표현에서는 꿈을 꾸듯이 표현하고 메이크업은 과감하고 다
양한 색채를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며 무채색을 이용하여 어둠 속의 공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1세기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은 건강미와 신선함을 보고주기위해 진한 색조
화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보다는 피부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스러운 페미닌이 아닌 당당하고 강한 페미닌 스타일의 표현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국내브랜드보다는 외국브랜드의 표현이 더욱 직접적인 
표현양식을 띄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문화가 다른 외국광고를 그대로 잡지 
등에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메이크업만으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델의 표정과 자세, 배경적 상황을 모두 살펴야하고 시각적 에로티시
즘이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띄고 있는 점이다.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에
로틱함의 차이가 다를 수 있고 그 기준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후속 연구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첫째, 더 많은 분야의 광고를 세분화 하여 
연구하며, 둘째, 영상광고와 인쇄매체로 구분하여 그 표현 방법의 차이를 살
펴보기 바란다.  셋째,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이 시대적인 감각과 유행의 흐름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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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문 국문 국문 초록초록초록초록
 현대광고에서의 에로티시즘은 늘어나는 광고 혼잡 속에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즉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표현에 의존하여 육체주의의 범람
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기계화로 인한 개인주의 소
외 현상으로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는 방편과 사회적 욕구, 생리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의 충족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에로티시즘을 선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행위로만 해석되기 쉬운 에로티시즘을 올
바른 개념으로 정리하고 토탈 패션의 한 분야로서의 메이크업표현이 광고 속
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에로티시즘 광고 메이크업의 표현은 자기 과시적 심리, 성적자극 심리, 성
적쾌락 심리의 표출이며 조형적인 요소는 형태, 질감표현, 색채 표현으로 나
타났다. 에로티시즘을 더욱 자극적이고 도착적으로 표현하기위해 글로시한 
메이크업은 투명하고 순수한 느낌과 섹시하고 더욱 강력하며 파워풀한 페미
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모키 메이크업은 지적이면서 드라마틱한 에로티
시즘을 연출하였다. 또한, 과잉된 자기 과시적 표현은 타투와 스노우비즘으
로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표현과 퇴폐적인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광고에 있어서의 그 표현 양식은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 상징적 
표현, 환상적 표현 등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메이크업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
과 오히려 직접적인 표현에서의 메이크업은 단조롭고 신체를 강조하는 건강
한 피부 표현이 많았으며, 상징적 표현과 환상적 표현에서는 과감한 색채를 
이용하고 그 표현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제안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에로티시즘 메이크업의 표현이 더욱  
효과적으로 광고에 응용되고 차별화되는 광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광고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의 열망과 성에대한 갈등사
이에서 소비자 설득의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에 있어 메이크업의 표현은 시대
적인 감각과 유행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심층적 광고심리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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