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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 메이크업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화사한 봄 메이크업의 핵심은 깨끗한 피부 톤

이다. allets.com이 봄을 맞아 주목할 4가지 메이크업을 

안내했다.

◈ 깐 달걀처럼 매끈한 피부

결점없이 깨끗하면

서 진짜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베이스 

표현이 이번 시즌 트

렌드. 매끈한 피부 결

을 연출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사용해 

피부 요철을 메워주

는 것이 핵심이다. 자

칫 피부가 텁텁해 보

일 수 있으니 컨실러

나 커버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은 지양할 것. 가벼운 세

럼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퍼프를 사용해 소량만 바르거

나, 수분감 있는 CC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자.

◈ 물기 머금은 수채화 치크

앞서 연출한 촉촉

한 스킨 표현 위에 

블러셔를 얹어보자. 

흰 기가 섞이지 않아 

발색이 맑은 크림 타

입 블러셔나 파우더 

타입을 추천. 볼 중

앙을 중심으로 동그

랗게 바르면 어려보

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 볼 전체에 넓게 

펴 바르면 혈색처럼 자연스러운 발색을 기대할 수 있다. 

크림 타입 블러셔를 활용한다면 메이크업 스펀지에 글

로우 미스트를 뿌려 바르르면 윤기나는 수채화 메이크

업을 연출할 수 있다. 

◈ 눈매 확장 효과? 아이 테크닉

또렷하고 에지 있는 

아이 메이크업도 눈에 

띈다. 아이라인을 사용

해 눈꼬리를 강조하거

나 언더라인에 힘을 주

는 등의 테크닉에 주목

할 것. 눈꼬리를 날렵

하게 빼는 클래식한 방

법보다 마커 타입 아

이라이너를 사용해 도

톰하게 그리는 변형 아

이라인을 시도해보자. 블랙 컬러로 언더 라인을 강조하

는 것도 팁! 더 또렷한 눈매를 원한다면 마스카라를 사

용해 언더래쉬까지 꼼꼼히 바르자. 

◈ 세상 시크한 볼드 매트 립 

입술 라인을 또렷

하게 살려 채도 높은 

립 컬러를 바른 립 메

이크업이 다시 한 번 

트렌드가 될 전망이

다. 먼저, 크림 타입 

컨실러나 파운데이

션으로 입술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얇은 립 펜슬로 입술 

윤곽을 그린다. 보송

보송한 텍스처의 매트 립스틱이나 벨벳 립 래커를 사용

해 라인 안쪽을 채워줄 것. 컬러는 레드나 푸시아 핑크

처럼 쨍한 컬러가 적격이다. 티슈로 한 번 눌러 유분감을 

제거해주는 것이 지속력을 높이는 팁.

봄을 위한 메이크업 룩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