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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화는 영상매체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된다.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의 전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접목되는 종합 창작 예술
로 (김영재, 2008) 20세기 이후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조해진, 2012).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 혹은 실화 등 다양
한 소재를 영상으로 제작되어지고, 극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상영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 매체로 대중문화의 중요한
요소를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노래와 연기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적 장치들로 현대
인의 시각과 청각적인 면을 한 번에 사로잡아주는 뮤지컬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
며 제작되고 있다. 뮤지컬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노래(음악)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분장 또한 화려하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관객들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뮤지컬 영화 중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캣츠>의 캐릭터 메
이크업 분석을 통하여 영화에서 캐릭터가 분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캐릭터 분장의 완성도를 생각할 때, 의상과 헤어스타일,
소품도 함께 분석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주요 등장인물의 안면부위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장
1) 분장의 개념
분장이란 사전적 의미로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 따위에 맞게 배우를 꾸밈
또는 그런 차림새라고 말을 한다. 분장은 배우를 대본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상황
에 맞게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을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상훈, 2013)을 의미 한다. 또한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을 배역에 맞게 인물화 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관객이 등장인물의 종족, 시대 배경, 성격, 나이, 건강, 환경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면적인 표현이다(교육부, 2017).
영상분장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스크린이나 TV, 광고, 사진 등의 영상매체에서
표현 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분장을 의미한다. 영상분장은 무대와 떨어져 있는 관
객을 상대하는 무대 분장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통하는 분장으로 세밀한 분장이
요구 된다. 그러한 이유는 영상은 필름 감응에 비상하고 색에 민감한 렌즈를 거쳐
화면에 투영되기 때문이다(이상희, 2004).
2. 캐릭터
1) 캐릭터의 개념
캐릭터는 성격, 인격을 뜻하고 있으며 소설, 만화, 극 따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등의 모습을 디자인한 것으로 정의 된다. 또한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이미지와 개성이 부여된 존재로 극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허구적 인물들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등장인물들을 뜻한다(이혜
진, 2007). 결과적으로 캐릭터는 상징적 캐릭터를 등장 시켜 그들의 전체 이야기의
작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극중에서 하나의 배경
요소로서 움직이는 피사체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유혜정, 2009).

Ⅲ.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영화 <캣츠>의 시각자료로는 DVD와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주요 등장인물의 안면부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먼저 영화 속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배우의 분장 전·후
사진을 분석하여 배우의 얼굴에 캐릭터가 잘 표현되어 메이크업이 되었는지 분석
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의 주체로 삼은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 메이크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자벨라의 분장은 착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눈썹은 아래로 처지게 표현
하고, 흑인 배우이므로 어두운 톤으로 피부 표현되었다. 봄발루리나 분장은 관능적
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구릿빛 피부 톤으로 표현하고 아이라인을 이
용해 섹시한 눈매가 표현되었다. 맥캐버티 분장은 무서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컬러렌즈를 사용하여 무서운 눈을 표현하고, 상처 있는 얼굴을 표현되었다. 빅토리
아 분장은 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끝이 둥근 일자 눈썹을 표현되었다. 그리
고 하얀 고양이를 표현해 주기 위해 피부 톤을 밝게 표현하며 눈매는 아이라인으
로 뚜렷하게 표현해주어 피부와 대조되어 보이게 나타내 주었다. 듀터러노미의 분
장은 상승형으로 표현한 눈썹으로 리더의 이미지를 표현되었다. 또한 늙은 고양이
를 표현하기 위해 주름을 표현되었다. 거스의 분장은 늙은 고양이를 표현하기 위
해 어두운 톤 컬러를 사용했고, 주름을 그려 탄력이 없는 피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퍼지고 뻗친 눈썹 표현으로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주었다. 텀 터거의
분장은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구릿빛 피부 표현되었고, 연한
핑크톤을 사용하여 생기있고, 섹시한 입술로 표현되었다. 버스토퍼 존스는 천진난
만한 이미지이고, 분장으로는 귀족 고양이 느낌이 나도록 하얀 피부 톤 표현을 해
주고, 연한 핑크 톤을 사용하여 생기 있는 입술로 표현되었다. 제니애니닷은 온순

한 성격과 게으른 이미지를 보여주며 분장으로는 하얀 컬러와 오렌지브라운 컬러
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주고 입술 컬러는 하얀 피부에 창백해 보이지 않게
연한 핑크레드 톤으로 포인트를 주어 경쾌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Ⅴ.결론
본 연구를 통해 캐릭터 분장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쓰이는 기초자료로 제공되
길 바라며, 영상물에서 나타나는 캐릭터에 대한 분장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작품의 무대분장과 영상분장의 비
교하는 분석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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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거의 모든 자료는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으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와 모바일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
다. 이러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형 중 하나가 동영상
콘텐츠이다. 전체 모바일 데이터를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섰으
며, 가장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뷰티콘텐츠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뷰티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20-30대 남성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용만
족도의 특성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뷰
티 산업군의 종사자들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의 뷰티관련 행동에 있어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뷰티콘텐츠 개념 및 특성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콘텐츠의 정의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
향, 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이다. 이중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콘텐츠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중 채널에 올라오는 뷰티 정보 동영상을 뷰티콘텐츠
라 하며, 제작하여 올리는 주체는 패션, 화장품, 메이크업, 헤어 등과 같은 미용전
문가 크리에이터, 일반 크리에이터가 후기, 상품리뷰, 뷰티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뷰티콘텐츠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용성,
오락성, 상호작용성, 신뢰성을 도출하여 명명하였다.
2. 이용만족도
이용만족도란 뷰티콘텐츠를 직접 경험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
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직접 경험한 콘텐츠가 감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시청자 태도를 말한다. 이처럼 만족도는 직
접 경험한 서비스의 품질이 심리적인 만족을 끌어낼 때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뷰티콘텐츠 이용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성, 이용성, 유희성,
재시청의도라고 도출하여 명명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
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 스스로가 신
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와 자신의 모습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모
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외모관리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피부관리행동,
메이크업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으로 도출하여 명명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뷰티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

에 거주하는 남성 20대부터 30대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자 총 440명 중에
뷰티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없거나, 지역, 학력 등의 응답 없는 30명의 설문을 제
외한 410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1.0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
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특성과 변수들 간의 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뷰티콘텐츠 특성이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뷰티콘텐츠 특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 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법을 적
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의 경우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52.4%, 30대가 47.6%로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대학 졸업이 45.9%, 직업의 경우 학생이 24.9%, 한 달 평균 수입의 경우 200
만 원대가 27.3%, 한 달 평균 뷰티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는 10만 원 미만이
55.9%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뷰티콘텐츠의 이용실태를 알아본 결과, 일주일 동안 뷰티콘텐츠를 시청하
는 횟수는 1회, 시청하는 평균 시간은 30분 미만,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는 스마트
폰이 높게 나왔다. 주로 시청하는 채널은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셋째, 뷰티콘텐츠 특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원을 알아본 결과, 뷰티콘텐츠 특성
의 유용성, 오락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설명력은 70.7%, 전
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 a 값이 0.9 이상의 높은 값으로 나왔으며 신뢰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67%,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 a 값이 0.9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피
부·메이크업·헤어·체형관리행동의 요인들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넷째, 뷰티콘텐츠 특성이 이용만족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용만
족도는 뷰티콘텐츠 특성에 의해 74.9% 설명되며 이들은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이용만족도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용만족도 중 재시청의
도 요인은 뷰티콘텐츠 특성에 의해 64.7%로 가장 높게 설명되며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재시청의도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뷰티콘텐츠 특성이 외모관리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
모관리행동은 뷰티콘텐츠 특성에 의해 65.3% 설명되며 이들은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메이크업관리행동 요인은 뷰티콘텐츠 특성에 의해 46.7%로 높게 설명되며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피부·메이크업관리행동 요인이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이용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모관리행동
중에서도 피부‧메이크업관리행동은 이용만족도 전체에 의해 44.4% 설명되며 이들
은 이용만족도 전체가 증가할수록 피부‧메이크업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용만족도 중에서도 재시청의도에 의해 45.9% 설명되며 이들은 재
시청의도가 증가할수록 피부‧메이크업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 중에서도 헤어‧체형관리행동은 만족도 전체에 의해 22.7% 설명되며
이들은 이용만족도 전체가 증가할수록 헤어‧체형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용만족도 중에서도 정보성에 의해 23.3% 설명되며 이들은 정보성
이 증가할수록 헤어‧체형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Ⅴ. 결론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뷰티콘텐츠 이용실태는 전체 응
답자 410명 중 시청횟수는 주 1회, 시청시간은 30분 미만, 시청기기는 스마트폰,
시청 채널은 뷰티 노하우 소개가 높게 나타났다. 뷰티콘텐츠 특성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이용만족도도 증
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그중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재시청의도는 뷰티콘
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가장 높게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뷰티콘텐
츠 특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외모관리행동도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메이크업관리행동 요인은 뷰티콘텐츠 특성 요인이 증가할수록 가장 높게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용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
용만족도 특성 하위요인 중 재시청의도가 외모관리행동 특성 요인 중 피부·메이크
업관리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만족도 특성 하위요인 중
정보성은 외모관리행동 특성 요인 중 헤어·체형관리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만 하였기
에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후속연구로는 다양한 대상자를 확대하
고 연령층 또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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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화장품 시장은 국내와 해외 브랜드, 인터넷 쇼핑몰 기반 브랜드 등이 함께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 혹은 브랜드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주
타깃에 따른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기업의 전략 중 하나로 인수 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A)을 통한 수직적 브랜드 확장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로레알 그룹은 주로 인수 합병을 통한 수직적 브랜드 확장으로 세계 1위 기
업이 되었다(www.loreal.com). 따라서 로레알 그룹 성장 요인에 수직적 브랜드 확
장 전략의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화장품 산업의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을 고찰하기 위하여 로레알 그룹
의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알아봄에 연구의 목적
이 있으며, 수직적 브랜드 확장을 고려하는 화장품 기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마케팅 전략 변화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로레알 그룹
로레알 그룹은 1907년 프랑스 화학자 E.P.L. Schueller가 모발 염색제를 개발하
여 파리 미용인들에게 판매하며 시작되었고, 1909년 아름다움을 위한 혁신과 연구
를 중요 원칙으로 삼아 설립되었다(Ibbad et al., 2015). 1910년대 유럽, 1920년대
미국 시장으로 염색약 수출, 1940년대부터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지 확대,
1964년 랑콤(Lancome) 인수를 시작으로 수직적 브랜드 확장을 이루었다(박영렬외,
2013). 오늘날 로레알 그룹은 150개 국가, 직원 88,000명, 36개 브랜드, 약 40조 원
매출을 달성한 세계 1위의 화장품 종합 회사가 되었다(L'Oreal-finance, 2020).
2. 수직적 브랜드 확장
수직적 브랜드 확장은 기존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세분
시장에 진입하는 라인 확장(Line Extension)이고(여준상외, 2010), 가격과 품질 측
면에서 브랜드를 상향 또는 하향시켜 동일 제품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Keller
and Aaker, 1992). 새로운 시장 기회, 매출 증대, 제품 계열 재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Havard Business Review Staff, 1999), 실패 시 잘 형성된 모브랜드의
자산을 희석시킬 수 있다(Jhon et al, 1998).
Ⅲ. 내용 및 방법
화장품 산업의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을 분석하여 효과를 알아보고자 2020년
기준 글로벌 매출 1위로 36개 브랜드를 보유한 로레알 그룹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로레알’, ‘브랜드 확장’, ‘수직적 확장’ 등의 검색어를 지정하여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고, 유통 채널별 공식 홈페이지와 연간 회계 자료, 관련 서적
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 배경에서는 로레알 그룹의 개요 및 수직적 브랜드 확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 및 고찰에서는 로레알 그룹의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을 다양한 브랜드 인수 합병 전략, 사업부별 브랜드 관리 전략, 브랜드 현지화
전략으로 도출하고 각 전략의 효과로서 매출 증대, 브랜드 강화, 시장 진입 용이성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로레알 그룹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로레알 그룹이 보유한 36개 브랜드 중 자체 브랜드는 3개뿐이고, 다른
33개 브랜드는 제품군, 수출 지역, 유통 경향 등의 목적에 따라 인수 합병 전략으
로 확장된 브랜드이다. 1995년∼2015년 연도별 총매출은 인수 합병을 통한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후 연도를 기준으로 약 2.2%∼29.6%, 평균 약 12.5% 증가하였다.
총매출을 성장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95년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15년 약 33조
4천억 원으로 총매출이 증가하였으므로 20년 간 312% 가량 성장한 것이다. 따라
서 다양한 브랜드 인수 합병 전략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알 수 있다.
둘째, 로레알 그룹은 전문점, 백화점, 헤어 살롱, 약국 등 유통 경로에 따라 4개
사업부로 확장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
고, 각 유통 경로별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36개의 브랜드가 스킨
케어, 색조, 헤어, 기능성 라인 등 제품 유형과 저가에서 고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격대 구성으로 비교 기업들과 차별화된 라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1년∼2020
년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10년 간 1위∼4위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사업
부별 브랜드 관리 전략에 따른 브랜드 강화 효과를 알 수 있다.
셋째, 로레알 그룹은 확장된 개별 브랜드의 호감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디자인과
이미지 등을 타깃 지역 맞춤형 스타일로 변화시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사와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다각화를 이루었으므로 글로벌 브랜드 관리
가 가능하고, 세분화된 지역별 유통 경로에 진입하여 소비자 집단을 구축할 수 있
다. 따라서 현지화 전략에 따른 시장 진입 용이성 효과를 알 수 있다.
Ⅴ. 결론
연구 결과, 로레알 그룹은 다양한 브랜드 인수 합병, 사업부별 브랜드 관리, 현지
화 전략으로 매출 증대, 브랜드 강화, 시장 진입 용이성 효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로레알 그룹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 차별화된 수직적 브랜드 확장
전략과 타깃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연
구 과정에서 로레알 그룹 개별 브랜드 매출과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 보완을 통한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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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돈황은 중국 간쑤성(甘肅省) 허시회랑(河西走廊)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고대 실
크로드의 중요한 위치로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이혜령, 2006). 돈황석굴
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막고굴벽화는 역사과정에서 동서양 문화교류의 기록과 왕조
의 교체, 예술문화의 융합, 전승과 발달을 거치며 문양을 남겼다. 돈황막고굴 내
작품이 발달하면서 벽화는 독특한 색채와 문양으로 현대 예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돈황 막고굴벽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뷰
티디자인적 접근과 조형예술을 위한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시대적 문화, 대외적 교류, 예술적 발전 특징
이 있는 남북조 시대와 당나라 시대 중심으로 벽화 5개를 선정하여 메이크업 작품
제작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고대 돈황 막고굴벽화의 예술미를 아트메이크
업으로 감상하며, 돈황 막고굴벽화와 아트메이크업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대별 벽화의 특징
시대별 벽화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차이신신, 2020).
Table 1. Characteristics of murals by period
구분

시대

문양

초기

십육국,
남북조

인물 형상: 건장하고 전체적인
비율 적절.
변형 기하학 간략화,흑백의 대비.

중기

수,
당나라

인물 형상 : 풍만, 상상 속 중국
전통문양.

색채
적색, 청색, 흑색, 백색 등
대비 색조 많고대부분의
색상은 무게감을 가지고
엄숙함.
초록색, 청색, 적색, 백색,
금색 등 다양하고 색상들의
분위기가 찬란하며 화려함.

말기

서하,
오대,
송, 원

인물 형상 : 전체적인 비율 적절.
상징성이 있는 문양 : 예) 용

녹색, 청색, 흑색 등 색상이
담백하고 간결함.

대표 문양

2.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의 가치
첫번째, 돈황 석굴의 문화적 가치는 우리 후세대에게 문학 문헌을 보존하여, 돈
황석굴의 벽화와 장경동에는 고대 경제생활, 풍속, 습관 등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시대별 역사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 자료를 제공하였다(Fan Jinshi, 2015).
두번째, 돈황 석굴의 예술적 가치는 벽화로 주로 나타나는데 돈황 석굴의 벽화는
4~14세기 미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이 외에 돈황의 각종 석굴의 구조와 조각상은
현대에 귀중한 예술 건축 자료로 남아 있다(Fan Jinshi, 2015). 돈황 벽화예술은 현
대 예술에 대한 영향에 근원이 되고 광범위하며, 종교예술의 관념을 넘어 현대 민
족 예술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차이신신, 2020).
마지막으로 돈황막고굴의 경제적 가치는 패션과 화장품을 통해 보여주는데 대
표적으로는 중국 고급 여성복 브랜드 헤이븐가이아HEAVEN GAIA)가 ‘화벽, 한눈
천년’ 2019 S/S 컬렉션을 통해 볼 수 있다(Sou Hu, 2018). 또한 브랜드 맥(M.A.C)
에서 돈황 문화 한정 세트의 디자인은 제품 색상과 돈황 오색의 단하지형의 특징
을 활용하여 2020년 9월 MAC와 스포츠 브랜드 리닝과 협업하여 돈황 문화한정
세트를 출시했다(C2CC, 2020).

Ⅲ. 돈황 막고굴 상징 모티브
인도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전통의 유교와 도교 사상이 융합되어 돈황 작
품에 불교·유교·도교의 종합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 사상은 서
로 결합과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족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
이 문양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양의 상징성이다. 벽화의 문양은 대부분 자연문
양이며, 생활과 자연계의 다양한 모습에서 비롯된다. 자연문양은 식물문양, 동물문
양, 인물문양, 자연현상문양으로 나눌 수 있다. 풍부한 문양을 통해 벽화는 다양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차이신신, 2020). 식물문양 모티브 작품은 식물이 자연 속
에서 쇠퇴하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동물문양
모티브 작품은 실기 문양과 가공 문양을 사용하여 길상 벽사의 상징적 의미를 부
여한다. 인물문양 모티브 작품은 신과 인간을 대표하는 사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길상 벽사와 아름다운 동경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현상 문양 모티브 작
품은 구름을 모티브로 하여 길상 벽사, 안락 승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Ⅳ.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돈황 막고굴 벽화의 상징 모티브를 분석 후 특징을 활용하여 식
물문양 모티브 작품 2개, 동물문양 모티브 작품 1개, 인물문양 모티브 작품 1개,
자연현상 모티브 작품 1개 총 5개의 작품을 진행하였다. 진행된 메이크업 디자인
은 아래 사진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돈황막고굴벽화의 작품 색채 문양과 상징 모티브 등 요소들을 아트메

이크업에 융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작품을 제작하여 구성
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통하여 돈황막고굴의 대한 문화지식과 예술작품을 널리
알리고, 아트메이크업을 통하여 돈황 막고굴벽화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남북조 시대와 당나라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돈황 막고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 시대를 표현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돈황 막고굴벽화의 문화예술을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돈황 막고굴벽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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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속눈썹미용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마스크의 대중화로 인해 아이메
이크업의 중요도가 높아져 아이메이크업을 속눈썹미용으로 대체하여 편리하게 이
용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 대중화되었다. 현재는
시간적인 효율성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속눈썹미용을 선호하고 있는 시
점이다. 과거에 비해 속눈썹 재료가 다양하고, 테크닉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졌으
며, 인증 글루를 사용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인증되어 속눈썹미용의 시장규모
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 20∼5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속눈썹미용의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동의도 간의 차이분석을 살펴보고, 국내 속눈썹미용 시장의 발전과
차별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행동의도란 계획된 미래의 행동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라

고 할 수 있다(Engel & Blackwell, 1980).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인
지한 경험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적 태도를 행동의도라고 정의하였다
(박소영, 2016). 이은하(2020)는 행동의도를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하여 긍정
적이고 특정한 미래행동인 구전의도, 재구매 의도, 재방문 의도 등을 하고자 하는
신념과 태도의 주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제활동이라 정의하였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의도를 속눈썹미용을 받고난 후 고객의 재방문의도,
장기적인 관계성 , 긍정적인 추천에 미치는 결과라고 정의하고자한다.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경남지역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76부
를 수집하여 자료 분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 1.6.16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속눈썹미용 이용실
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행동의도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방식은 Maximum likelihood, 로테이션은 oblimin, 요인수는 평행
분석(paralled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확
인하여 검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동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등분산이면 Tukey, 등분산이 아니면
Games-Howell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첫째, 연령대에 따른 행동의도는 등분산을 만족하여 Fisher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연령대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381,
p>0.05). 둘째, 직업에 따른 행동의도는 등분산을 만족하여 Fisher의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0.688, p>0.05).
둘째, 학력에 따른 행동의도는 등분산을 만족하여 Fisher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F=3.373, p<0.05), 고졸일 경우에 행동의도가 제일 높았으며, 대학원졸업일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사후분
석(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은 등분산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
는 Tu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졸업이 대학원졸업보다
행동의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졸업과 대학교졸
업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에 따른 행동의도는 등분산을 만족하여 Fisher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소득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654,
p>0.05).
넷째, 결혼여부에 따른 행동의도는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하여 자유도를 조정한
Welch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
가 나타났으며(F=4.667, p<0.05), 기혼인 경우에 미혼보다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속눈썹미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동의도 간의 차이에서는 연령, 직업,
소득은 행도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에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졸업이 대학원졸업보다 행동의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졸업과 대학교졸업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결혼여부에 따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에 미혼보다
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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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함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
고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순화, 2013, 박유신, 2018).
전체적인 조화의 외모관리가 집중되면서 외모관리의 완성이며 컬러와 매우 밀
접해 있는 네일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김태희, 2013).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연구들은 나와 있으나 광범위하여 외모 관리 중 컬러와 매
우 근접한 네일 관리에 적용하여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대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퍼스널 컬러의 선행연구
장유영(2013)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마다 각자의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
색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이 다르고 선호하는 색 또한 다르다고
하였다. 한상윤(2010), 김영인 외(2005)는 퍼스널 컬러는 결국 ‘색채의 조화’이며 색
채 조화를 통해 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보다 나은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

로 극대화시키고 퍼스널 컬러는 뷰티와 패션업계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어 퍼스널 컬러를 적용한 색채디자인의 비중이 증가 되었는데 이
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도 충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적용하여 단점을 보완한 자신의 외모를 극대
화하고 자신감과 행복을 주어서 보다 나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2. 네일의 정의와 목적의 선행연구
(허정록, 2018)은 네일 (nail)이란 네일 기초 관리, 굳은살 제거, 마사지, 컬러링,
인조 네일 시술 등 손톱과 발톱에 관한 관리의 모든 것을 말하며 네일의 목적은
네일을 관리하여 건강한 네일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꾸며 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에 있다고 하였다.
(유선미, 2013)는 오늘날 네일은 패션의 마지막 완성의 미라고 지칭하며 개인의
개성과 타인에게 보여지는 효과로 인해 호감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더해
주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리의 중
요한 역할로 차지하고 있다.
Ⅲ.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으며 조사 기간은 2021년 1
월15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3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355명이 설문에 응
해 주었고 그 중에 32부를 제외한 323부로 집계되었다.
2. 분석 방법
분석 가능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처리하
여 사용한 분석 방법에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이 사용되었다.
Ⅳ. 결과 및 고찰
첫째, 자신의 퍼스널 컬러의 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는 노초롱

(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컬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힘이 있다
고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고 컬러가 나에게 주는 효과는 70%이상 차지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오미화(2021), 유선진(2006), 황보경(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컬러 선택의 기준이 변화할 수 있고 선호하는 컬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평상시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블랙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싫어하는 컬
러로는 엘로우가 가장 많은 결과로 나왔다.
셋째, 네일 관리 이유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이고 네일 관리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네일 컬러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지영(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네일 컬러를 볼 때 손 피부색과의 조합을 가장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이은화(2018), 오미화(2012), 노초롱(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다음번에도 퍼스널 컬러를 적용한 네일 컬러로 네일 관리를 받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Ⅴ. 결론
본 연구로 퍼스널 컬러를 적용한 네일 관리에 대해 높은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인식과 대중화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
속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일상에 퍼스널 컬러의 적용을 하여 퍼스널 컬러가 생활화
되고 퍼스널 컬러를 적용한 네일 관리를 함으로 긍정적이고 효율적 이미지 연출로
활력 있는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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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사회는 그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뷰티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오프라인 화장품 매출은 급속히 떨어졌으며, 로드샵들이 폐점 위기에 처하게
되고, 화장품 판매에도 온라인 시장이 주도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뷰티산업은 특히나 사회적 변화나 산업의 발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와 반전을 거듭하여 왔다. 더구나 소규모 영세 업종이 많은
뷰티산업은 구조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적 상황과 문화에 따른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해야만 뷰티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뷰티산업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뷰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산업의 현황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자료나 인터넷, 뷰티관련 기사 등의 자료를 주로 분석하였고,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인터뷰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뷰티산업 전발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언택트+이커머스 확장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수업,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 쇼핑도 온라인몰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커머스
영역이 급속도록 선장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화장품 분야도 33.5%(2019)에서
42.8%(2020)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2. 빅데이터기반 맞춤형화장품
개인용 뷰티기기와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되면서 개인의 피부상태를 측정해주
고 관리해주는 스마트기기들이 등장하면서, 화장품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만들고 판
매하는 화장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상태에 따라 향료나
색소 등 원료를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원하는 양만큼 나누어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이 새로운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식약처 주관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권내에서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3. 이너뷰티(Inner Beauty)
이너뷰티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화장품을 직접
섭취하여 피부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몸 안에서부터 아름다움을 가꾼다는 개
념이다.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8%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뉴트리코스메틱스(nutricosmetics) 시장이 연평균 5.0%
증가, 오는 2025년에는 79억 3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된다.
이너뷰티의 주요성분으로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유산균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성분들과 제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유경제(공유미용실)
공유경제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협력적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유미용실은 이러한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
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자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설비 및 시설 공
유로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말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공중위생관리법 제도적으로 한 미용실 공간에 한 개 이상의 미
용실을 허용치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이러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한 공간에 다수
의 미용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시설 및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미용실로는 포레스트, 로위, 헤어NO1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
5. 홈뷰티
홈뷰티는 샵에나 관리실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하는 미용관리를 말한다. '2019
화장품 업종 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10%씩 증가해
매년 10%씩 증가해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코바코) 월간 소비자행태조사(MCR)을 통해 홈뷰티족 조사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9%가 집에서 뷰티관리를 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홈뷰티족'의 연령별
은 2030대 남성, 4050대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집에서 마스크팩 주기적 사용, 천연/고급 화장품 구매, 셀프네일아트, LED마스크
등 뷰티 디바이스 사용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6. 패스트힐링
패스트힐링은 'Fast'（빠른）와 'Healing'（치유）의 합성어로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패스트푸드'처럼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에 간단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 을 말한다. 많은 시간을 내서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등 짜투리 시
간을 이용해 카페나 네일, 마사지숍 등에서 피로를 푸는 방법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0분 정도의
‘두피맛사지’, ‘발맛사지’, ‘네일케어＇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뷰티테크
뷰티테크란 뷰티기기에 특허기술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뷰티에 사물인터넷
(IOT)를 결합한 스마트한 뷰티디바이스기기들이 개발되면서 뷰티산업의 패러다임
을 바꾸고 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 화장품회사들이 대거 신기술을 접
목한 뷰티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Ⅳ. 결론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 뷰티산업 역시 온라인마
케팅의 급증과 뷰티와 AI 및 AR 기술의 만남은 쇼핑은 물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뷰티테크의 발전은 맞춤형화장품과 개인용 뷰티기기의 발
전을 급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의료기기 분야인 울쎄라와 같은 초음파
기기까지 개인용 홈케어용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뷰티산업의 영역은 미용과, 화장품산업을 넘어 IT 전자산업분야, 메디컬
의료기기영역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커머스시장의 확대와 IT산업과의 융합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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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발행 목적 및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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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규
정 사전심사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6.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他)인쇄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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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다.
8. 최종 심사가 마무리 된 논문은 게재료 15만원을 납부한다. 인쇄는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논문의 매수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10면을 기본으로 한다. 단 초과되는 면은 1면
당 2만원의 비용과 컬러 인쇄를 원할 경우 컬러 1면당 1만원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별도 부
담한다.
9.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10. 논문 투고 문의: 편집간사 ksmd21@hanmail.net
제 3조(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국문과 영문으로 명기한다. 영문으로 논문을 투고할 시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특정 기관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A4용지에 한글로 작성하고, 그림과 표를 포함
하여 A4용지 10면을 기본으로 한다.
3. 원고편집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글꼴은 신명조, 글자크기는 11pt, 장평은 100%, 자간은 0%, 줄간격은 160%, 여백주기
는 위쪽 20㎜ 아래쪽 15㎜ 오른쪽/왼쪽 30㎜ 머리말/꼬리말 15㎜로 작성한다.
4. 참고문헌 및 표준약어와 단위는 국제규격인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르며, 각주나 미주로 인용문헌을 표기하지 않는다.
제 4조(원고의 구성)
1.
1)
2)
3)

제목
연구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독립된 제목을 붙인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자일지라도 물질명의 약자 사용은 피한다.
같은 시리즈로 된 제목은 제1보, 제2보 또는 Ⅰ,Ⅱ 등으로 표시한다.

2. 저자 및 소속 명
1) 영문 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쓰되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hyphen)을 넣는다. 다만,
한자식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하이픈을 생략할 수 있다.
예 1) Chul-Su Kim 예 2) Hana Choi
2)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에는 저자명의 우측 상단에 부호(*)로 표기하고 소속기관
명의 왼쪽에 같은 표시를 하여 기재한다.
예) 김철수 · 이영희* ·홍길동**
00대학 피부미용과, *00대학 뷰티디자인과, **00대학 미용과
3) 저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주저자(main author)를 먼저 표기하고 주저자의 연락 E-mail
주소를 논문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명기한다.
4) 교신을 담당하는 교신저자는 이름 위에 †(위첨자) 표시 한다(예: 홍길동 †).
5) 영문 소속기관 표기는 학과, 학교명만 표시한다.
예) Dept. of Beauty Design, College of Design
3. 초록(Abstract)
1) 목적, 방법, 결과를 포함한 본문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
한다. 본문이 영문일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2) 초록은 영문 300단어, 국문 800자 이내로 A4용지 1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초록하단에 논문 내용의 핵심단어(Key words)를 5단어 이내로 선정하여 영문(국문)으로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Beauty culture(미용문화), Fashion trend(유행), Hair style(헤어스타일),

Makeup(메이크업)
4)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물질명 등의 약자는 정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5) 본문 중의 그림, 표, 식은 인용할 수 없으며 문헌의 인용도 가급적 피한다.
4. 본문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혼동되기 쉬운 학술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기재
한다.
2) 연구논문의 형식은 Ⅰ.서론, Ⅱ.이론적 배경, Ⅲ.재료 및 방법, Ⅳ.결과 및 고찰, Ⅴ.결론
Ⅵ.요약 Ⅶ. 참고문헌의 순으로 기재함을 표준으로 하며, 번호의 순서는 Ⅰ, 1, 1), (1),
①, ㄱ, 등의 순서로 한다.
3) 영문의 경우 Ⅰ. Introduction Ⅱ. Materials and Methods Ⅲ. Results and Discussion
Ⅳ. References의 순으로 기재함을 표준으로 한다.
4) 외국어의 인명, 지명 및 고유명사는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
5) 본문에서 각주나 미주로 인용문헌을 표시하지 않는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단위를 원칙적으로 S.I. 단위를 사용한다.
5.
1)
2)
3)

그림 (figure)
그림은 본문 중에 삽입하고, 그림의 제목 및 설명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그림의 번호는 <그림 1>로 표시하며 제목은 왼쪽정렬로 그림 아래에 표시한다.
그림의 크기(세로축의 설명문 포함)는 가로 7㎝(일단폭), 14.5㎝(이단폭)로 축소 인쇄되므
로 선의 굵기와 글자, 숫자 및 기호의 크기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고 칼라나 기타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
담한다. 단, 사진은 15매를 초과할 수 없다(사진은 반드시 원본을 부착한다).
제 6조(본문 내 문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작성)
1. 본문의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다.
1)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예) 김철수, 이영희(1995)에 따르면...,
....보고 되었다(김철수, 이영희, 1995).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Adams and Arnstrong, 1995)
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명만 적고 “외”, “et al” 등을 이름 다음에 적는다.
예) 김철수 등(1995)에 따르면..., Armstrong 등(1995)은...
....보고 되었다(김철수외, 1995).
....보고 되었다(Armstrong et al., 1995).
3) 저자가 국내, 외국인 경우 국내연구를 먼저 기재하고, 기재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알
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예) ....보고 되었다(김철수, 1995; 이영희, 1990; Adams, 1997; Smith, 1990).
4) 저자가 기관이나 신문, 잡지인 경우
예) 한국학술진흥재단(1995)의 조사에 의하면........
보고되었다(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화장품신문(타이틀, 1995)의 보고에 의하면....
5) 저자가 없는 서적(사전, 보고서, 안내책자 등)의 경우에는 서적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
예) 미용학사전(2003)에서는 ....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반드시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결론 다음에 제시한다.
2) 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 일문, 영문 등의 언어 순서로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 국외문헌
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3) 공동 저자인 경우는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영문논문의 경우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initial)만을 쓴다.
4) 국문과 영문 학회지명은 이탤릭체로 나타내고 학회지의 통권과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예) J. Appl. physiol, 9(3), pp.49-52.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3(2), pp.23-32.
5) 학회지의 경우 저자명, 발표년도, 제목, 학회지명, 권수(호수), 쪽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6)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IP주소, 자료 검색일,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제 7조(온라인 전자 논문투고 시스템)
1. 학회의 모든 논문은 전자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한다.(http://ksmd21.org)
2. 논문투고 시 KCI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한 논문유사도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한다.
3. 자세한 사항은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이
용 안내를 참조한다.

◈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논문심사규정 ◈
2005. 11 제정
2007. 11 개정
2010. 11 개정

1. 본 규정은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
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따로 정한다.
2. 개별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
로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해당논문 심사는 제1차 심사(투고규정 준수 심
사)와 제2차 심사 (논문의 내용 및 구성 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고 제1차 심사는 편집위원 장
이 심사한다. 논문의 제2차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심사위원 2인 중 1
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제3인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 2인이 모두 <게재 불가>로 판
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
대회시 논문 구두 발표자 및 포스터발표자가 발표한 논문(학회지 출간 전)을 본 학회지에 투
고할 경우는 논문의 2차 심사 2인 중 1인의 심사를 감면해 줄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
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
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다.
8.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접수된 논문의 모든 저자와 소속 그리고 본문 중에도 저자와 소속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면 편집위원장이 임의로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10.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
2) 심사의뢰 및 심사
3) 게재여부 판단
4) 최종 논문파일 및 투고료 납부
5) 논문수록
한편, 논문 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게재가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으
며, 학회지 각호별 투고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
11. 논문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한다. 단, 심사요지서에는 포괄적인 항목(연구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논리성, 참고문헌 표기의 적절성, 학술발전의 기여도, 투고규정의 적합
성)을 표시하여 평가수준별로 평가한다.

◈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편집위원회규정 ◈
2005. 11. 05 제정
2018. 01. 26 개정
2021. 03. 19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메
이크업디자인학회지』의 발간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모된 서류
(이력서, 연구실적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 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편집 및 심사위원 수는 각 분야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하되 투고되는
전공별 논문 편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2) 편집 및 심사위원의 경력을 가진 회원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에 2년 이상 정회원으로써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
4) 본 학회지에 관련논문 투고가 많은 회원
5) 최근 2년간 연구 실적이 많은 회원
6) 출판에 따른 지역별, 학문적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조한다.
3. 편집위원장이 논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2년마다 년 초에 정기공고를 통하여 공개 선정을 한다.
5. 정기공모가 성립이 안 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각호를 참조하여 상임이사를 제외한 회원
중 추천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기타 자료 수집과 정리에 관련된 사항
제 4조(편집회의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정기총회와 학회지 발간 전 1차례씩 연4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진행 및 논문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출석을 대신하여 사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예정 기간까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
하거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수정요구에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논
문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영문초록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외국인 번역 감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연구윤리규정 ◈
2005. 11. 05 제정
2017. 08. 22 개정
2021. 03. 19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심사 업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윤리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대책, 표절검증 절차 및 연구윤리 서약 등을 다룬다.
제 2조(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자는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연구과정 전반에 대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정직
성이 필요하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3. 연구자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고,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해 편견 없이 검토하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4. 연구자는 연구 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를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
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8. 연구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9.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 3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진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
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
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
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
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
하는 행위
제 4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1.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실험은 참여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연구과정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 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해당기관의 위원회나 기관장(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사항 또는 동물실험지침을 제시하여 야
한다.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
집한다.
5.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7.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8.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 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1. 학회와 관련된
2. 논문 투고자와
3. 학회 구성원을
4. 학회와 관련된
5. 학회와 관련된
6. 기타 위원장이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 규정 엄수 사항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 정직성, 정확성, 익명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사항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7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대책)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
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
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 한
다.
제 8조(표절검증 절차 및 연구윤리 서약)
1.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
스)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을 완료한 결과지를 제출한다.
2. 표절률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내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4. 연구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내 연구윤리 자가점검 항목을 확인한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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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

조진아(전)서경대학교)

류지원(충남도립대학교)

이현주(대구보건대학교)

전연숙(성결대학교)

한명숙(동주대학교)

이귀영(신안산대학교)

김선형(광주여자대학교)
◎ 자 문 위 원

강대영(한국분장 대표)

김래수(뷰티누리(주) 대표)

신연종(뷰티신문 수 대표)

오세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표)

조미경(CMK이미지코리아대표)
◎ 회

장

강근영(선린대학교)

◎ 부 회 장

우미옥(창신대학교)

◎ 총 무 이 사

김정희(원광대학교)

◎ 재 무 이 사

임정미(한라대학교)

◎ 감

신명자(대전보건대학교)

사

허정록(백석예술대학교)

◎ 분과 위원장 및 위원
○ 편

○ 기

○ 윤

집

획

리

위원장

최화정(영산대학교)

위원

김민신(숙명여자대학교)

김선형(광주여자대학교)

김의형(서원대학교)

김정희(원광대학교)

김혜균(우송대학교)

방효진(카톨릭 관동대학교)

신세영(서경대학교)

신수정(대구보건대학교)

안은주(원광대학교)

우미옥(창신대학교)

최화정(영산대학교)

허정록(백석예술대학교)

위원장

이숙연(충청대학교)

위원

김선영(연성대학교)

위원장

김의형(서원대학교)

위원

강근영(선린대학교)

우미옥(창신대학교)

허정록(백석예술대학교)

신세영(서경대학교

윤성희(선린대학교)

최화정(영산대학교)
○ 학

술

위원장

신세영(서경대학교)

위원

정연자(건국대학교)

노선옥(강릉영동대학교)

강은주(동신대학교)
○ 홍

보

위원장

이지영(전주비전대학교)

위원

곽지은(경북과학대학교)

권태순(신한대학교)

○ 사

○ 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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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학 협 력

○뷰티메이크업

○ 이미지메이킹

○ 퍼스널 컬러

○ 화 장 품

○일 러 스 트

○ 미 용 경 영

○뷰티스타일링

○ 무 대 분 장

○아트메이크업

○세미퍼머넌트

◎ 이

사

위원장

조고미(호남대학교)

위원

김계숙(천안연암대학교)

위원장

방기정(ATI대표)

위원

김영희(수성대학교)

위원장

박정신(중부대학교)

위원

방수진(목포과학대학교)

위원장

서은혜(건국대학교)

위원

김효정(수성대학교)

위원장

이하정(전주기전대학교)

위원

송서현(오산대학교)

위원장

김예성(안산대학교)

위원

윤희(호남대학교)

위원장

문정은(정화예술대학교)

위원

이경은(연성대학교)

위원장

서란숙(호서대학교)

위원

이윤진(강동대학교)

위원장

온윤성(주)엠티엠코대표)

위원

정원정(창원문성대학교)

위원장

최은미(광주여자대학교)

위원

정홍자(신안산대학교)

위원장

이종서(대구보건대학교)

위원

주은경(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위원장

오인영(인덕대학교)

위원

홍세원(동의과학대학교)

위원장

임윤경(유원대학교)

위원

강은주(동선대학교)

김미현(동명대학교)

김예성(안산대학교)

방효진(카톨릭 관동대학교)

김용선(수원여자대학교)

부애진(제주관광대학교)

안현경(동남보건대학교)

이윤정(춘혜보건대학교)

이혜영(연성대학교)

임윤경(유원대학교)

주영주(서경대학교)

최은미(광주여자대학교)

허혜순(부산경상대학교)

강은주(동신대학교)

곽지은(경북과학대학교)

권태순(신한대학교)

김계숙(천안염안대학교)

김미현(동명대학교)

김민신(숙명여자대학교)

김선영(연성대학교)

김선형(광주여자대학교)

김영희(수성대학교)

김예성(안산대학교)

김용선(수원여자대학교)

김의형(서원대학교)

김정희(원광대학교)

김혜균(우송대학교)

김효정(수성대학교)

노선옥(강릉영동대학교)

류지원(충남도립대학교)

문정은(정화예술대학교)

박정신(중부대학교)

방기정(ATI 대표)

방수진(목포과학대학교)

방효진(카톨릭 관동대학교)

부애진(제주관광대학교)

서란숙(호서대학교)

서은혜(건국대학교)

손호은(구미대학교)

송서현(오산대학교)

신명자(대전보건대학교)

신세영(서경대학교)

신수정(대구보건대학교)

안은주(원광대학교)

안현경(동남보건대학교)

오인영(인덕대학교)

우미옥(창신대학교)

윤성희(선린대학교)

윤희(호남대학교)

이경은(연성대학교)

이귀영(신안산대학교)

이숙연(충청대학교)

이윤정(춘해보건대학교)

이윤진(강동대학교)

이종서(대구보건대학교)

이지영(전주비전대학교)

이하정(전주기전대학교)

이현주(대구보건대학교)

이혜영(연성대학교)

임윤경(유원대학교)

임정미(한라대학교)

장미숙(숙명여자대학교)

정연자(건국대학교)

정원정(창원문성대학교)

정홍자(신안산대학교)

조고미(호남대학교)

주영주(서경대학교)

주은경(부산과학기술대학교)

천지연(서정대학교)

최은미(광주여자대학교)

최화정(영산대학교)

한명숙(동주대학교)

한지수(성신여자대학교)

허정록(백석예술대학교)

허혜순(부산경상대학교)

홍세원(동의과학대학교)

◎ 편 집 간 사

한소민(숙명여자대학교)

◎ 행 정 간 사

서혜경(광주여자대학교)

제31회 춘계학술대회 준비위원
강근영 교수

김민신 교수

김선형 교수

김의형 교수

김정희 교수

김혜균 교수

신세영 교수

신수정 교수

안은주 교수

우미옥 교수

이숙연 교수

장미숙 교수

최화정 교수

허정록 교수

서혜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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