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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 되는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의 경우 서구  얼굴이 주를 이루어 한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 패션인형에 합한 얼굴을 개발하여 인들의 컬 션으로써 통 패션인형의 상

을 재정립하고자 문헌조사, 사례조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 로 얼굴을 디자인하 다.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의 얼굴형은 청순한 역삼각형이 많이 나타났으나 선호된 얼굴형은 역삼각형

과 타원형이었고 이목구비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 다. 통 미인 얼굴은 타원

형 얼굴형, 꺼풀이 없거나 속 꺼풀의 긴 , 도톰한 입, 코끝이 둥 고 오 한 코를 선호하 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하여 볼을 약간 살린 역삼각형 얼굴형, 큰 과 동자를 축소하고 속 썹 길이를 

인 , 코끝이 들리지 않은 둥근 코, 폭이 작고 아랫입술이 도톰한 단정한 입으로 얼굴을 디자인하 다. 

개발된 통 패션인형 얼굴은 국내외 패션인형 마니아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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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oper face design for traditional fashion doll so that the Korean 

traditional doll can achieve its stand in the modern collection with the new face design based 

on researching documents, analyzing the examples and delivering a customer survey. 

The majority of dolls in traditional costume has an innocent look with inverted triangle shape 

face. But the inverted triangle or oval shape as well as the refined look of well balanced facial 

features are preferred. An oval face, elongated eyes with no double eyelid or inner double eyelid, 

plump lips and round and high nose are considered beautiful in the traditional figure.

Based on this result, a new design is configured with an inverted triangular face with slightly 

plump cheeks, eyes with reduced eye, pupil and double eyelid, round nose without tuning up and 

small and full lower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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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소득수 의 향상으로 여가생활에 한 심

이 증 되면서 문화체육 부 2011년 측치에 의하

면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2005년 57조원에서 

2012년 80조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터

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의 물결로 문화콘

텐츠 시장의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

은 문화상품을 욕구의 충족이나 단순한 기능만이 아닌 

사회  의미를 찾고 심리  만족감을 해 구매한다. 

이는 문화에 한 사회  요구로 나타나고 있어 치열한 

경쟁 속 차별화 략의 핵심은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높아진 문화에 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비해 

아직도 국내의 문화상품은 획일화·서구화되어 있다. 

문화상품  표 제품인 인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놀이도구로 과거에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이나 단순한 

장식품의 수 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  이후 키덜

트(kidult) 문화가 확산되고 특히 인형 마니아들이 증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기는 컬 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게 인형은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

자들의 욕구 수 을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수

에 발맞추어 인형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인형의 디자인

이나 착용하는 의상은 실세계의 특성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패션에 심이 높아지면 자신

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만드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

는데 실제로 한 시즌의 패션이 발표되면 그와 같은 인

형의상을 제작하는 인형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1]. 인간

의 패션이 인형에 향을 미치는 것과 반 로 1959년 

등장한 마텔사의 바비(Barbie)인형은 ‘바비 &  어워

즈(Barbie & Ken Awards)’ 시상식  패션쇼에서는 바

비와 그의 남자친구인 을 닮은 스타를 선정하여 시상

하고 바비인형의 의상을 모델들이 착용하고 패션쇼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인형의 역할이 역으로 실세계까

지 향을 미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듯  세계 

소녀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의 아이

콘으로서 인형의 향력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서양의복뿐만 

아니라 통복식을 착용한 인형이 마니아층의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과거 7,80년  통 인형은 한복을 착용

하 을 뿐 조악한 수 에 머물러 있으나 90년  이후 

풍자와 해학이 넘쳐나는 통 닥종이인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고증에 의해 정확하게 구 된 통복식으로

써 의미 있는 패션인형이 등장하고 있다. 재 국내에

서 개발되어 인 통패션인형으로 인정받고 있

는 것은 (주)손오공의 연지인형 시리즈이다. 1998년 최

 개발된 연지인형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모델로 인형 

얼굴을 만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좋지 못하여 결국 이

국 인 이미지가 부각된 얼굴로 바꾼 이후 소비자의 호

응을 얻기 시작하 다. 재 시 되고 있는 통 패션

인형의 경우 부분 의상은 고증에 의해 비교  정확하

게 재 되고 있으나 인형의 얼굴은 복식과 조화를 이루

기에는 무 서구 이거나 한국  얼굴로 개발된 얼굴

일지라도 사실  묘사로 인해 패션에 민감한 이들 마니

아의 욕구수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형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형의상 개발

[2-6], 문화상품으로의 인형 캐릭터 개발[7-9], 한국 

통 미인과  미인에 한 연구[10][11]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인형의 얼굴과 련된 연구, 특

히 한국 통 패션인형 얼굴과 련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재 서구  얼굴이 주를 이

루는 한국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에 합한 얼굴

을 개발하여 인들이 즐기는 컬 션으로서 한국 

통 패션인형의 상을 재정립하고자 하 다. 2011년 외

국인 객 900만 명을 돌 한 우리나라 산업[12]

은 양  성장에서 질  성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망된

다. 더욱이 최근 사극의 인기로 국내 장난감 업계에도 

한복인형이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13] 본 연구의 결과

로 개발된 한국 통 패션인형얼굴은 문화상품의 하나

로 국내 패션인형 마니아층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로 

국내를 방문하는 객이 소비할 수 있는 요한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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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국 통 패션인형 얼굴을 디자인하 다. 먼  

문헌조사를 통해 첫째, 패션 인형의 개념과 역사, 패션

인형의 역할  종류를 조사하고 한국 통인형을 역사

으로 고찰하 다. 둘째, 한국의 통복식을 착용한 

통인형얼굴을 개발하기 하여 한국의 미인 얼굴을 조

선시  미인얼굴과  미인얼굴로 나 어 조사하

다. 다음으로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통 

인형 얼굴 디자인을 해 먼  국내 통인형산업의 

황을 조사하고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사례

를 수집하여 얼굴형, , 코, 입 특성을 분석하 다.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선호도 조사와 유명인 

얼굴을 활용하여  통 미인 얼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 미인 얼굴의 특징을 반 한 통 패션인형 얼굴을 

디자인하 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인형
1.1 패션인형의 개념 및 역사
인형(人形)은 흙, 나무, 종이, 헝겊, 고무, 셀룰로이드, 

비닐 등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완구 는 장식품으로 

[14] 인형(doll)의 어원은 '우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인 'eidoln'이다[15]. 역사상 최 의 인형은 35000년  

선사시 부터 있었다. 인형은 사람이 자신을 객 화하

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자기모습을 외 으로 나타내려

한 첫 번째 시도 의 하나이다[16]. 인형은 기에는 

행복을 부르고 재액(災厄)을 쫓는 종교 인 의미가 강

하 으나 차 문명사회에서 놀이의 역할이 요시되

면서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 사용되었다. 문화가 발달

하면서 그 제작기법도 발달하여 인형의 조형미를 감상

하는 인형으로 발달하 다[17].

서양에서 인형이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 사용된 것

은 8∼9세기경의 헝겊 인형으로 보인다. 13∼14세기 나

폴리를 심으로 그리스도 강탄인형(降誕人形)이 차 

유럽 각지로 퍼지면서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비롯한 일

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강탄인형을 장식하게 되었다

[18]. 인형을 패션인형으로 인식하게 된 최 의 시기는 

14세기 로 패션을 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

여[19] 17, 18세기에는 리 패션을 유럽 제국에 하기 

하여 사람 크기 혹은 그것보다 작은 인형에 유행하는 

복식을 입  모드의 사 로 보냈는데 이것을 ‘패션 인

형(fashion doll)’이라 불 다. 이 패션인형은 사진이나 

인쇄물이 발달하기 까지 유행하 다[20]. 이 시기 이

미 상류층 여성들은 인형을 모아 시하고 심있는 사

람끼리 소모임을 열었다. 상류사회에서는 자신이 직

디자인하거나 디자이 의 값비싼 패션으로 인형을 꾸

미는 것이 인기 다[21]. 패션인형이란 용어는 학술

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로 패션 베이비

(fashion baby), 도라(pandora), 페들러 돌(pedlar 

doll)이라고도 부르며, 리의 생토노  가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랑스어로 푸페 드 라 뤼 드 생토노  

(poupée de la rue de Saint Honoré)라고도 불 다[22].

1.2 패션인형의 역할
패션인형은 주로 인형놀이, 패션상품의 마 도구, 

수집  장식의 목 으로 사용된다. 먼  의상 교체를 

목 으로 하는 인형놀이는 만 3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

이들이 다양한 의상을 갈아입 보고 다양한 역할을 체

험함으로서 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다. 

다음으로 패션인형을 패션상품의 마  도구로 활

용하는 경우 패션인형은 무수히 개발되어 나오는 디자

인과 일시  유행 추세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를 들

어 바비인형은 루이비통, 샤넬 등 디자이  랜드와 

콜라보 이션, 인기 TV시리즈와 화 주인공의 캐릭터 

상품, 청소년이 선호하는 패션 랜드 제품 등을 입은 

바비를 선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션인형은 수집  장식을 목 으로 사

용된다. 수집 인형(collector doll)은 해마다 지속 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23] 바비의 경우 컨셉에 따라 어

린이용 롤 이 바비와 키덜트용 한정  컬 터 바비

가 있다. 이 컬 터 바비는 고가의 빈티지 바비[그림 1] 

외에도 리티, 가격, 생산 수량에 따라 핑크(Pink), 빈

티지 리 로(Vintage Reproductions), 도자기(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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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실버(Silver), 골드(Gold), 래티넘(Platinum)

의 다양한 라벨로 세분화된다[24]. 컬 터 바비 시리즈

는 90년 부터 지 까지 많은 컬 터들을 양산했는데 

재 바비 인형 컬 터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

되며 그  90%는 40  이상의 여성으로 매년 20개 이

상의 바비 인형을 수집하며 이들  45%는 매년 1000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 출신의 

은 디자이  제이슨 우(Jason Wu)가 디 하는 ‘패션 

로얄티(Fashion Royalty) 인형[그림 2]’의 강세도 두드

러지고 있다[25].

그림 1. 
최초의 바비인형 

그림 2. 
Fashion Royalty 

그림 3. 
바비 뉴룩 

1.3 패션인형의 종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표  패션인형의 종류로는 

바비로 표되는 마론인형, 마담 알 산더인형, 블라이

스인형, 라츠인형, 구체 인형, 리얼돌 등이 있다.

1.3.1 마론(Marron)인형

국내에서 1974년 말부터 마론인형이 매되기 시작

하 는데 유치원생부터 등 고학년까지의 어린이가 

엄마가 되어 아가가 된 인형에게 각가지 옷을 갈아입히

면서 노는 것이 인형놀이의 이었다[26]. ‘마론

(marron)’은 랑스어로 ‘밤’을 의미하며 이 어깨, 

다리 정도밖에 없고, 도 구체가 아닌 합 이

다. 표 으로 바비, 제니, 쥬쥬 등의 인형이 있다.

① 바비(Barbie)인형

오늘날 패션인형은 바비인형으로 변된다. 바비인

형은 1959년 미국 마텔사에서 만든 여자인형으로 창업

자인 루스(Ruth Handler)와 엘리어트 핸들러(Elliot 

Handler)부부가 딸 바바라(Barbara)가 종이인형을 가

지고 노는 것을 보고 인형놀이가 성장과정에 향을 

다는 것을 느껴 고안해낸 인형이다. 뉴욕 장난감 쇼에 

처음 등장한 바비는 과감한 시도로 충격  반응이었지

만 발매 첫 해 약 35만개를 매하며 폭발 인 인기를 

렸다[27]. 바비는 발 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디올(Christian Dior)[그림 3],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등 세계 유명 패

션디자이 의 의상을 입기 시작하면서 여성 패션이 변

화한 과정이 그 로 담겨 있어 패션과 미의식에 한 

사회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어 왔다[28].

② 제니(Jenny)

일본 다카라(Takara)사의 인형으로 [그림 4]와 같이 

바비보다는 동양 이며 둥근 얼굴과 큰 의 20  반

의 발랄한 이미지의 인형이다. (주)손오공에서 제니와 

블라이스를 수입 매하며, 자체 인 연구, 개발, 생산의 

고 화 략을 사용하고 있다[29]. 

③ 리카(Lica)

리카[그림 5]는 제니와 같은 회사인 일본 다카라

(Takara)사의 인형으로 10  청소년을 표 했으며 블

라이스와 바디크기가 같다.

④ 쥬쥬

쥬쥬[그림  6]는 (주) 실업에서 1990년  만든 인형

으로 제니와 비슷한 외모이며 캐주얼한 이미지가 강하

며 유행에 따라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기도 한다. 2004

년에는 드라마의 향으로 ‘장 이 쥬쥬’가 출시되었다.

⑤ 미미

미미[그림 7]는 (주) 성실업으로 시작한 미미월드의 

인형으로 1981년 패션인형 라라를 출시하 고 1982년 

‘미미’로 변경하 다.

그림 4. 제니 그림 5. 리카 그림 6. 쥬쥬 그림 7.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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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마담 알 산더(Madame Alexander)인형

1923년 비트리스 알 산더(Madame Beatrice 

Alexander)에 의해서 탄생된 마담 알 산더는 수제 명

품 인형으로 인형, 의상, 소품 등이 모두 수공으로 만들

어진다.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인형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8 inch와 10 inch 키에 테마별[그림 8]로 다양한 종

류가 있다. 얼굴은 복스러운 얼굴의 통 미인으로 볼 

살이 통통한 귀엽다. 패션도 고풍스럽고 화려한 옷차림

으로 1953년 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식 때의 36

개의 마담알 산더 인형은 미국 뉴욕의 루클린

(Brooklyn) 박물 에 기증되어 시되어 있고, 1930년

의 화 ‘오즈의 마법사' 재 시리즈는 미국의 스미

소니언(Smithonian) 박물 에 시되어있다[30]. 

1.3.3 블라이스(Blythe)인형

1972년 미국의 캐 (Kenner)사가 처음 선보인 후 주

목을 끌지 못하 으나 1997년 지나 개런(Gina Garan)

이라는 PD에 의해 촬 되기 시작하여 블라이스 최 의 

인형사진집 <This is blythe(2000)>가 출간된 후 비례

가 남다른 커다란 머리 인형의 모던하게 캐릭터화 된 

모습의 사진과 독특함에 매료된 일본 다카라(Takara)

사는 미국의 하스 로사로부터 권을 받아 다시 네오 

블라이스를 제작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에는 2002

년 에 수입되기 시작하 다. 블라이스 인형[그림 9]은  

바비인형 만큼은 아니지만 수 만 명의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31].

1.3.4 라츠(Bratz)인형

2001년 출시되기 시작한 MGA의 라츠인형[그림 

10]은 둥 고 큰 얼굴에 섹시하게 올라간 꼬리, 과감

하고 인 옷차림으로 바비가 제패하고 있던 인형 

시장에 장을 일으켰다. MGA는 40여개가 넘는 라

츠 캐릭터와 함께 연 된 다양한 시리즈를 내놓았다. 

폭발 인 인기를 얻은 ‘ 라츠'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의 수입을 올리며 여아 완구 시장에서 약 40%의 유

율을 차지할 정도로 ‘바비 인형'의 명성을 흔들었다

[32]. 라츠 인형은 사실  패션을 바탕으로 펑키, 힙

합, 보헤미안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로 10 에서 20

 이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33].

1.3.5 구체 (Ball Jointed Doll)인형

구체 인형은 인형의  부 를 구(球)모양으로 

만들어 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일반 으로 구체

인형의 은 인형에 따라 18~20개 정도로 나뉘어 

있으며  부분마다 고리가 달려 있고 속은 비어있어 

탄성이 매우 큰 고무 로 안을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다른 인형에 비해 실제 사람처럼 팔·다리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감을 극 화 시킬 수 있다[34].  비스크돌(Bisqud 

Doll), 앤틱돌(Antique Doll), 패션돌(Fashion Doll), 모

던돌(ModernDoll)[이라 불리는 인형들에게도 구체로 

만들어진 의 형태를 볼 수 있다[35]. 구체 인형

의 주재료는 가볍고 단단한 석소(石素:돌가루 성분) 

토이며, 1990년  말 일본에서 만들어진 구체 인형

에는 우 탄을 소재로 한 것도 있다. 은 부분 유리

로 만들고, 머리카락이나 썹은 인조 털을 이용한다. 

구체 인형은 독일의 실주의 조형미술가인 한

스 벨머(Hans Bellmer)가 1933년 구체로 인형을 

만들어 인체를 표 한 것이 시 이며 1980년 부터 일

본 통인형 작가 요츠야 시몬(Yotsuya Simon)이 한스 

벨머의 향을 받아 구체 인형을 제작하 고 1999

년 일본 보크스(Volks)사는 구체 인형을 량생산

하기 시작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국내로 구체

인형이 수입되기 시작하 고 국내 생산도 활발해

지고 있다[36]. [그림 11]의 푸리 (Pullip)는 아르스 그

라티아 아르티스(Ars Gratia Artis)라는 국내 기업의 

손에서 탄생한 순수 국산 캐릭터다.

1.3.6 리얼돌(real doll)

2002년 미국의 아비스사에서 화 특수 메이크업용 

고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리얼돌의 시 이다. 사람의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

로, 피부를 실리콘으로 처리해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고, 구체 인형처럼 손가락·무릎·발가락 

등의 모든 이 움직이는 것도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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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담 

알렉산더인형  

그림 9. 
블라이스
인형 

그림 10. 
브라츠
인형  

그림 11. 
구체관절인형, 

푸리프

2. 한국의 전통 인형 
우리나라 통인형의 기원은 낙랑시 (B.C.108-A.D.313)

의 것으로 오야리 19호 무덤에서 발견된 길이 28.5cm, 

두께 5.5cm의 나무용이다[38]. 고 의 인형은 무덤 속

에 매장한 부장용(副葬用) 인형이 표 인데 작은 토

용(土甬), 토우(土偶), 목우(木偶), 명기(明器)가 있다.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형상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생활용구·집 등도 있다[39]. 

토우는 장난감이나 애완용, 주술 인 우상, 무덤에 넣기 

한 부장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추상 이고 직 인 

조형의 미와 해학 이고 낙천 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토우는 신라시 가 표 이며, 고려시

에는 그 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시 에 오

면 백자로 무덤에 인물 ·동물 ·생활용기 등을 만들어 껴

묻기한 것이 있다[40].

풀인형인 ‘풀각시’는 고려시 에 나타나 조선시 까

지 계속되었는데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5,6세 되는 여

자아이들이 각시풀을 뜯어 나무에 풀끝을 실로 매고 

머리를 땋아 가느다란 나무로 쪽을 는 인형이다. 옷

은 헝겊조각으로 만들어 노랑 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

히는데 요, 이불, 베게, 병풍을 쳐놓고 혼례식 흉내를 내

면서 놀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액막이용 제웅, 죽은자의 

을 받는 종이인형인  등도 있었다[41]. 이 게 우

리나라의 인형들은 모양보다 상징 인 면이 두드러졌

고 인형을 집안에 들이면 귀신이 붙는다는 미신도 있어 

서양의 인형만큼 다양하게 발 하지 못하 다. 

일제강 기에는 독자 이던 한국의 인형문화에 일본

인의 취향이 덧붙여져 일시 으로 변질되기도 하 다. 

그러다가 1960년 에는 제인형의 수출 증가로 경제

발 에 크게 이바지 하 고 상업화의 기로에서 한국 

통인형은 인형의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해졌지만, 독자

 모습은 차 희미해져 동그스름하던 얼굴은 계란형

으로 갸름해지고 자그마한 체구는 늘씬하게 변해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갔다[42].

국내에서 패션인형이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74년 말

로 미미월드의 신인 성산업에서 ‘라라’라는 패션인

형을 생산하 고, 1970년  후반에 다시 ‘미미’라는 이

름으로 매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는 

실업의 ‘쥬쥬’가, 1997년에는 손오공사의 ‘제니’와 우리

나라 통복식을 입은 ‘연지’가 등장하 다. 하지만 의

상의 장르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디자인으로 어린이

들의 놀이도구 정도로만 활용되었다[43]. 국내에서 유

통되는 인형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것과 국내 

랜드로 나눠지는데 국내 랜드의 경우는 부분 국

에서 생산하고 있다. 

3. 한국의 미인 얼굴
고 소설이나 옛 미술작품 속 한국의 통  미인상

은 사실 인 묘사가 아니고 다분히 념 속에 형성된 

것으로 미인이란 얼굴의 각 부 가 주는 부분 인 아름

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를 포함하여 체 으로 우

러나는 아름다움을 갖춘 얼굴이다. 통  미인의 얼굴

형은 체 으로 둥 지만 얼굴 윗부분인 앞머리부분

을 강조하고 아래턱 부분을 약화시킨 계란형의 얼굴로 

유년기 얼굴의 특징을 보인다.  사이는 멀고 썹은 

흐린 색깔에 반달형을 이상형으로 보았다. 고 작품 속 

체 인상은 어리고 얌 하면서 정 인 반면 지성미를 

느끼게 한다[44].

3.1 조선시대 미인 얼굴
미인도에서 나타난 미인의 얼굴 비례는 1:1:0.7이다. 

이마(상안)와 코( 안)의 길이는 같은 반면 턱(하안)은 

에 띄게 짧다. 꺼풀 없이 가는 , 좁고 긴 코에 다

소곳한 콧날이 안정된 비율로 그려진데 비해 입은 아주 

작고, 턱이 짧았다[45].

미인도에 나타난 얼굴의 특성을 구체 으로 비교하

여 살펴보면 [표 1][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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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윤두서
<미인도>

김홍도
<미인화장도> 

신윤복
<미인도> 

18세기말~19세기 초 18세기 18세기 

피부 백옥같은 피부 백옥같은 피부 백옥같은 피부
머리 큰머리 얹은 머리 큰머리 얹은 머리 큰머리 얹은 머리

얼굴형 부드러운 곡선형 부드러운 곡선형 동그랗고 부드러운 
곡선형

이마 넓고 반듯한 이마 넓고 둥근 이마 넓고 반듯한 이마

눈 가늘고 긴 눈매 맑고 또렷한 눈매 
초승달 눈썹

가는 눈썹
또렷한 눈동자

코 곧은 코 곧은 코 작은 코
입 작고 붉은 입술 작고 붉은 입술 붉은 입술

표 1. 미인도의 얼굴 분석(1)

작품

이인문
<미인도>

채용신
<운낭자상>

작가미상
<미인도>

18세기 말~19세기 초 1914년 19세기

피부 백옥같은 피부 백옥같은 피부 백옥같은 피부
머리 큰머리 얹은 머리 쪽진 머리 큰머리 
얼굴형 부드러운 곡선형 둥근 곡선형 둥근 곡선형
이마 넓고 반듯한 이마 넓고 각진 이마 넓고 각진 이마

눈 맑고 또렷한 눈매
초승달 눈썹 시원스러운 눈매 나비형 눈썹

가늘고 긴 눈매
코 곧은 코 곧은 코 곧은 코
입 작고 붉은 입술 작은 입술 작은 입술

표 2. 미인도의 얼굴 분석(2)

3.1.1 

윤두서의 미인도에는 얇고 가늘게 둥 려진 썹에 

넓은 두덩에 가느다랗고 긴 매로 그려져 있고 김홍

도의 미인도에는 숱이 은 승달 썹과 맑고 렷한 

가는 매로 그려져 있고 신윤복의 미인도에는 실 썹

에 으로 긴 에 꼬리가 살짝 올라간 외꺼풀로 그

려져 있고 채용신의 미인도에는 얇은 썹에 가늘고 길

며 시원스러운 매로 표 되어 있다.

3.1.2 코

윤두서는 썹에서 흘러내리는 곧은 코를, 김홍도 마

늘쪽 모양의 코를, 신윤복은 작고 아담한 코를, 채용신

은 곧게 내려선 코를 그렸다.

3.1.3 입

미인도의 입술은 부분은 작고 붉은 앵두와 같은 입

술모양으로 표 되었다.

3.2 현대 미인 얼굴
1960~70년 에는 후덕하고 복스러운 인상으로 얼굴

은 체 으로 둥 고 이목구비가 작은,  코 입은 북

방계  인자를 강하게 띄고 있었다. 의 미인의 기

에 비해 덜 입체 이며 , 턱  등 돌출된 부분

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살이 붙어있고[46] 턱

이 재보다는 다소 각진 느낌을 주며 얼굴형은 오각형

에 가까웠다.

성형학에서 말하는 미인의 황 비율은 상안, 안, 하

안의 길이가 1:1:1의 비율이다. 그러나 미인의 얼굴형은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격히 변하여 0.8:1:0.8로 

바 었는데 이는  미인이 조선시 에 비해 이마는 

다소 좁아진 신 코와 턱은 상 으로 길어졌음을 의

미한다[47]. 얼굴의 가로 폭과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 세

로길이의 비율은 1:1.618이었다[48].

2000년 에 이르러서는 문화 자체가 서구화 되면서 

서양인에 가까운 서구  얼굴이 미인의 기 이 되었다

[49]. 어려보이는  매를 가지고 다소 폭이 작은 코, 상

으로 작은 입, 상 으로 의 가로 폭이 짧고, 갸

름한 얼굴형과 턱선을 가지면서도 약간은 둥 고 갸름

한 형태의 키 형의 얼굴선과 턱선이 가장 매력 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0].

60년대 정윤희 80년대 황신혜 90년대 김희선 2000년대 김태희

그림 12. 시대별 대표 현대 미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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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통 패션인형 얼굴을 디자인하기 하여 먼  국내 

주요 인형작가  업체 황을 조사하 다. 다음으로 

패션인형의 얼굴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후 인형 

얼굴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 인형얼굴을 개발하는데 

통 미인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통 이라고 조

사된 유명인 얼굴로 선호도를 조사하 다. 이 게 선호 

인형형태와 통  미인의 얼굴 특성 결과를 토 로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을 진행하 다.

1. 국내 주요 인형 작가 및 업체 현황
다음은 국내 통인형작가  업체 황이다.

1.1 허영
고 정 허 (1947~2000)은 통한복장인이자 통

인형작가로 한국 통복식 발 에 기여하 다. 그는 80

년  반 한복을 입힐 마네킹이 푸른 의 서양인형 

밖에 없는 것에 놀라 직  쪽진 머리와 우리 얼굴을 가

진 인형을 만들어 보 하 다[51]. [그림 13]은 1998년 

MBC 드라마 < 왕의 길>의 복식을 재 한 <혜경궁 

홍씨와 지 상궁> 인형이다.

1.2 이승옥
석란 이승옥은 인형을 우리의 문화상품으로 만들고

자 높이 30cm 정도의 서 있는 자세라는 통인형의 정

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 다. <단소 부

는 남자>인형을 시작으로 국악 악 합주모습, <흥

부 놀부> 등 우리 문화와 목된 내용과 이야기가 담긴 

조선시  ·상류층 남녀 통 인형[그림 14]을 제작하

고 있다. 그는 옥양목과 창호지를 겹겹이 붙이고 천을 

덮은 후 얼굴을 틀에 어낸 후 두꺼운 천으로 얼굴 비

율에 맞는 몸체를 만들어 철사와 목면을 넣어 와 

살을 만들었다. 의상과 소품을 만든 다음 인형을 세워 

얼굴을 고정시키고 옷을 입힌 후 한국의 선과 미가 담

긴 자세와 동작으로 인형을 완성하 다[52].

그림 13. 허영 인형   그림 14. 이승옥 인형 

1.3 송영애
인형 작업의 모티 는 주로 TV 속 사극, 민화, 박수

근의 아기 업은 소녀, 김홍도의 풍속화, 머리에 짐 보따

리를 얹고 몸뻬 입은 할머니의 뒷모습 등에서 감을 

얻어 인형을 작업하 다[53]. 기존의 한복인형은 착

제로 한복을 붙여서 옷을 갈아입힐 수 없어 구체 인

형을 모티 로 포즈인형을 만들었고 한복을 갈아입힐 

수 있는 인형을 만들었다. 인형은 석분 토에 오일페인

을 입히고 그래 용지에 원하는 크기로 스 치를 하

고 본을 만든 후 스티로폼 원형을 만들고 석분을 붙

다. 그 후 수십 차례 사포질을 한 후 오일페인  작업을 

하고 이온 소재의 머리카락을 붙여 인형을 완성하고 

있다[그림 15][54]

1.4 임수현
소연 임수 의 인형[그림 16]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의 얼굴을 그 로 재 하고 그 시 에 쓰던 비단, 삼베, 

무명옷과 꽃신, 고무신, 미투리를 신은 우리 민속복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흙으로 형체를 빚고, 속옷부터 겉

옷까지 고증을 거쳐 의상을 만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인형의 머리를 삼아주며 이야기를 만들어 혼을 불

어넣어 인형을 만들고 있다[55].

그림 15. 송영애 인형 그림 16. 임수현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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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금원의 흑운인형
조선시  여성들처럼 머리를 장식한 탐스런 인형들

이 주를 이룬 인형가게 <흑운(黑雲)>을 운 하고 있다. 

그는 조선시  회화사와 복식사 등을 공부하며 통 인

형을 제작하고 있다. 얼굴과 손은 백토를 1200도에서 

구워 호분(조개가루 간 것)과 동양화 물감으로 채색을 

하고, 옷과 장신구는 고증을 통해 조선 여인들 생활사

를 그 로 복원하려 하 다. 인형제작에는 한국 통미

인의 특색이 잘 살아나도록 하 다. 하얀 얼굴과 검은

머리, 승달 썹 그리고 앵두 입술 등 통 미인얼굴

을 기본으로 달덩이 얼굴과 달걀형 얼굴, 넙죽한 얼굴

의 세 가지 얼굴형과 다양한 표정으로 차별화하 다[그

림 17][56].

1.6 전용훈의 학인인형
한지로 만든 정교한 통복식인형[그림 18]이 무한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한지인형업체 <학인인형>을 

운  이다. 한지는 표면질감과 무 의 발색이 목질이

기 때문에 곱고 아름다우며 친근하다. 인형에서 보이는 

모든 부 는 기본 으로 한지이며 체 의복뿐만 아니

라 얼굴 피부까지 한지를 이용하며 통 복식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고증에 의해 구 되고 있다. 

1.7 손오공의 연지인형
(주)손오공의 연지인형은 바비와 같은 1/6 사이즈의 

패션인형으로 인형은 아니지만 앉고 서기, 팔을 살

짝 굽히기 정도의 동작이 가능하다. 연지인형이 국내에

서 히트하지 복제품이 난립하여 타격을 받기도 하 으

나 재 인 한국 인형의 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57].  특히 <해품달> 등 사극의 열풍으로 연지 시

리즈의 인기는 매우 높아졌다. 황진이, 인 왕후, 사

부 여인 등의 궁  통복식[그림 19]부터 복을 

감각에 맞게 연출한 인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을 선보이고 있다[58].

그림 17. 
흑운인형  

그림 18. 
학인인형 

그림 19. 
연지인형 

2. 전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특성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구 )에서 ‘ 통인형’, ‘한복

인형’의 키워드로 검색된 한복을 착용한 패션인형의 얼

굴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 다. 주로 수집  장

식을 목 으로 하는 한복 패션인형의 얼굴은 서구  이

미지의 얼굴이 주를 이루었고 인형작가들의 작품이 한

국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복되는 인형은 제외하고 

최 한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을 심으로 수집한 결과 

모두 21개의 인형이 수집되었다. 인형 얼굴의 특징에 

한 평가는 6인의 통의상 문가 집단에 의해 얼굴

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 과정은 통 패션인형 얼굴

을 디자인하기 한 정성  특성을 도출하기 한 과정

이며 기존 인형은 개인의 창작물이므로 정량  통계치

보다는 재 통 패션인형의 디자인 동향을 악하는

데 목 을 두어 실시하 다.

2.1 패션인형 얼굴형의 특성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의 얼굴은 역삼각형, 타

원형, 둥근형의 얼굴로 구분되어 사람의 얼굴형이 둥근

형, 타원형, 마름모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긴형 

등으로 다양한 것[59]에 비해 단순하게 분류되었다. 둥

근형[그림 20]은 얼굴이 조  짧은 편이며 뺨이 둥근 이

러한 얼굴은 일반 인 동양인의 얼굴형으로 나이가 어

리거나 얼굴이 통통한 사람에게 많이 있는 타입으로 

형 으로 생각되는 동양 인 얼굴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인형의 얼굴로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

았다. 타원형[그림 21]은 일반 으로 미인형, 표 형, 이

상형의 얼굴로 바비인형의 얼굴이 표 인 사례이다. 

역삼각형[그림 22]은 가장 많은 사례가 나타났는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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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턱 쪽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얼

굴 폭은 넓지만 뺨에서 턱에 걸친 선이 홀쭉하여 청순

하고 소녀다운 이미지를 주어 인형의 얼굴로 많이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 통  이미지

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림 20. 
둥근형 얼굴

그림 21. 
타원형얼굴

그림 22. 
역삼각형얼굴

2.2 패션인형 이목구비의 특성
표 인 패션인형얼굴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얼굴형

둥근형 타원형  역삼각형 

빈도 19% 33% 48%
피부 노란빛 피부 붉은빛 피부 흰 피부

상안:중
안:하안 1;1;0.99 0.8:1:0.8 1.18:1:0.85

가로:
세로 1:1.45 1:1.5 1:1.2

이마 넓은 이마 약간 넓은 이마 넓은 이마

눈 사실적인 눈 초승달 
눈썹

살짝 올라간 강한 
눈매 

초승달 눈썹

쌍거풀있는 큰 눈, 
또렷한 눈동자, 
가늘고 긴 눈썹,  

코 작고 낮은 코 약간 크고 낮은 코 작고 높은 코
입 작은 입술 크고 두툼한 입술 작은 입술

표 3. 인형 얼굴의 특성

 

① 얼굴비례

얼굴비례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둥근형은 상

안: 안:하안의 비례가 1:1:0.93, 얼굴의 가로 폭과 정수

리에서 턱 끝까지 세로길이의  비율은 1:1.45로 상안과 

안의 길이는 같고 하안이 약간 짧은 형으로 통 인 

미인형을 반 한 얼굴비례를 나타내었다. 타원형은 상

안: 안:하안의 비례가 0.8:1:0.8이며 가로 폭과 세로길

이의 비율은 1:1.5로  미인형과 가장 유사한 얼굴형

이었다. 역삼각형은 같이 1.18:1:.0.85로 상안이 길고 하

안이 짧은 형이며 가로 폭과 세로길이의 비율은 1:1.2로 

세로길이가 매우 짧았다.

② 인형 이목구비

인형의 이목구비 특징을 살펴보면 둥근형의 얼굴은 

의 크기는 보통이며 썹은 승달 형태이다. 코는 

작고 콧 는 낮으며 입술은 작았다. 타원형의 얼굴은 

의 크기는 보통이나 아이메이크업을 강하게 표 하

으며  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썹은 승달 형태이

다. 코는 약간 크고 콧 는 낮으며 입술은 크고 두툼하

다. 역삼각형의 얼굴은 의 크기는 사람에 비해 체

으로 매우 큰 과 동자이며 썹은 이마가 넓어 

가늘고 길게 표 하 다. 한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아 

다소곳한 이미지를 주었다. 코는 작고 콧 는 높으며 

입술은 체 으로 작았다.

3. 전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선호도 조사
통인형을 한 얼굴 개발을 한 사  조사로 최근 

패션인형을 수집하는 주 타깃이 되는 20  여성이 선호

하는 얼굴형의 특징을 조사하기 해 수도권에 거주하

는 20  여 생 200명을 상으로 재 국내에서 매

되고 있는 인형  통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인형 21

종을 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 다. 이 설문은 통복

식에 어울리는 인형 얼굴을 제작을 한 것으로 인형이 

가지는 특징을 살리면서 한국 통복식을 한 얼굴디

자인을 하고자 실시하 다. 

3.1 전통 패션인형 얼굴형 선호도
[그림 23]에 제시한 5종의 인형이 체 으로 선호도

가 높았으며 부분의 통복식을 착용한 인형의 경우 

시선이 아래로 향한 의 형태가 많고 5번 인형은 <

장 >의 이 애를 본떠 만든 인형으로 각 문항에서 선

호 비율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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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이미지 얼굴형 코 입  체

1 46 50 33 45 46
 9.6(3) 10.6(1) 6.9(6) 9.50(1) 9.5(1)  9.24

2 60 29 64 29 41
12.6(2)  6.1(5) 13.5(2) 6.1(8) 8.5(2)  9.37

3 67 36 68 36 39
14.1(1)  7.6(3) 14.3(1) 7.6(4) 8.1(4) 10.34

4 30 30 57 32 37
 6.32(6)  6.3(4) 12.0(3) 6.8(6) 7.6(5)  7.82

5 39 45 22 41 35
 8.2(4)  9.5(2) 4.6(9) 8.7(2) 7.2(6)  7.65

표 4. 인형 얼굴 선호도 비율             (단위:%(순위))

1 2 3 4 5

그림 23. 선호도가 높은 인형얼굴

얼굴형의 경우는 2, 3, 4번 인형의 역삼각형 얼굴과 1, 

5번 인형의 타원형 얼굴을 통 이라고 하 고 반

로 통미인의 특성을 반 한 둥근형 얼굴은 선호되지 

않았다.

3.2 전통 패션인형 이목구비 선호도
의 경우 지나치게 큰 은 서구 이고 지나치게 가

늘거나 긴  는 이를 강조하기 해 진한 아이라인

은 오히려 비호감을 나타냈다. 한 통미인의 특성을 

사실 인 과 승달 썹 등도 선호되지 않았다. 

꺼풀 없이 가는 매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날카로운 느

낌은 배제된 과 체 인 이목구비형태가 으

로 세련된 느낌의 얼굴인 3번 인형을 선호하 다. 

인형얼굴의 경우 과 입의 경우 여성의 얼굴선호와 

같게 1번 인형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높은 선호를 보

지만 체 인 비율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2번과 3번 

인형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1번 인형이 얼굴 부분에

서는 통 이라 보이기는 하지만 체  이미지를 좌

우하는 에서는 그 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3번 인형

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4]에 나타난 각 부분의 순 를 볼 때 3번 인형 이 

각 부분에서 모두 5순  안에 포함되어있어 체 으

로 가장 선호되는 인형얼굴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에 한 의식의 변화와 통 인 이미지와 

재 트랜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인형의 얼굴을 선호하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지나친 아이라인과 볼 터

치 등 화장으로 장식된 인형얼굴보다 자연스러운 화장

과 사실 인 속 썹을 가진 인형을 선호하 으며 체

으로  단아하고 차분한 분 기의 인형을 선호하 다. 

4. 현대 전통 미인 얼굴 선호도 조사 및 분석
인형얼굴을 개발하는데  통 미인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1차 사  조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여 생 200명을 상으로 통  얼굴이라고 생각

되거나 통복식이 잘 어울리는 여성, 즉 스포츠 유명

인을 포함한 여성 방송인을 각 5명씩 추천받아 그  

10% 이상 복 추천된 여성 31명을 선별하 다. 본 조

사에 선별된 여성 31명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2차 조

사에서는 선별된 여성의 얼굴을 이마가 드러나고 무표

정의 정면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하여 다시 100명의 여

생에게 통 인 얼굴형, 이미지, , 입, 코에 하여 

선호도를 조사하 다. 

고현정 김고은 김민희 김연아
김태희 문근영 문채원 박보영
백진희 손연재 손예진 송지효
송혜교 수  애 수  지 신민아
안소희 이미연 이  솜 이영애
이하늬 장윤주 전지현 조여정
하지원 한가인 한지민 한지혜

한혜진(배우) 한혜진(모델) 한효주

표 5. 1차 조사에서 선별된  전통미인 (가나다 순)

4.1 전통적 얼굴형의 특성
얼굴형의 경우 볼록하고 둥근 이마 체 으로 타원

형에 가까운 얼굴형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V라인 턱선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과거 미인도에 나타

난 것과 같이 하 이 넓은 둥근 얼굴형은 더 이상 미인

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  미

인상은 [그림 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얼굴의 가로 세로

의 비율이 1:1.618의 황 비율에 비해 좀 더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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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의 비율을 보이며 이마 길이 역시 썹과 코 끝 

사이 길이에 비해 0.8:1정도로 약간 좁은 편이다. 그러

나 과 입술선, 턱의 비율은 황 비율에 근 하며 

썹과 코끝사이의 길이와 턱 길이의 비율은 1:0.9로 동안

비율에 근 하 다. [표 6]은 통  얼굴을 가진 여성

유명인의 순 이다.

순 이름 빈도 비율(%) 순 이름 빈도 비율(%)
 1 한지민 34 7.10  5 김연아 24 5.01
 2 문채원 29 6.05  5 송혜교 24 5.01
 3 수  애 27 5.64  8 장윤주 20 4.17
 3 하지원 27 5.64  9 박보영 19 3.97
 5 고현정 24 5.01  9 백진희 19 3.97

표 6. 전통적 얼굴형을 가진 여성 유명인 순위

그림 24. 전통적인 얼굴형의 비율 

4.2 전통적 눈의 특성
1차 조사에서 선별된 여성  배우들은 주로 최근에 

방 된 사극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여성이 많았

고 모델이나 스포츠 유명인의 경우는 꺼풀이 없이 가

늘고 긴  는 꼬리가 살짝 올라간 매를 가진 여

성이 많았다. 

먼  이들 여성을 심으로 통 인 에 한 결과

는 [표 7]과 [그림 25]와 같이 가늘고 날카로운 매를 

가진 여성이 주로 선택되었고 이  김연아의 매가 가

장 통 으로 나타났다. 이는 꺼풀이 없이 가늘고 

긴 매로 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로 강하고 매서운 

매가 아닌 단정하고 새침한 매이며, 이외에 선택된 

이 큰 경우는 꼬리가 살짝 내려가면서 다소곳한 느

낌의 매로 꺼풀은 속 꺼풀 형태의 이 주류를 이

루었다. 썹은 가는 아치형의 썹보다는 일자형에 가

깝고 썹 끝에 살짝 각이 들어간 형태로 얇지 않은 두

께를 선호하 는데 과 썹의 간격이 의 직경 길이

보다 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이름 빈도 비율(%) 순위 이름 빈도 비율(%)
 1 김연아 54 11.76  6 이  솜 26  5.66
 2 한지혜 37  8.06  7 안소희 25  5.45
 3 수 애 29  6.32  8 백진희 22  4.79
 4 박보영 28  6.10  9 김고은 20  4.36
 5 장윤주 27  5.88 10 한효주 16  3.48

표 7. 전통적 눈을 가진 여성 유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25. 선호된 전통적인 눈 

4.3 전통적 코의 특성
통 인 코 모양의 경우 [표 8]과 [그림 26]와 같이 

날카로운 느낌의 코보다는 체 으로 부드러운 느낌

의 코끝이 동그란 모양으로 콧 가 크지 않아 체 으

로 부드러운 느낌의 코를 통 이라고 평가하 다. 과

거 미인도에서는 작고 낮은 콧 와 코끝도 작고 둥근 

코가 주류를 보이나 재의 경우는 오 하면서 코끝이 

날카롭지 않고 크지 않은 코를 통 이라고 평가하

다. 본 조사에는 측면 사진이 제시되어지지 않아 체

인 얼굴 분 기와 조화에 을 두어 평가하 다.

순 이름 빈도 비율(%) 순 이름 빈도 비율(%)
 1 수  애 34 6.96  6 장윤주 24 4.91
 2 이  솜 31 6.35  7 문근영 23 4.71
 3 김연아 30 6.15  8 한지민 20 4.09
 4 백진희 27 5.53  9 문채원 19 3.89
 5 손연재 25 5.12  9 하지원 19 3.89

표 8. 전통적 코를 가진 여성유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26. 선호된 전통적인 코 

4.4 전통적 입의 특성
통 미인얼굴의 경우 [표 9]와 [그림 27]과 같이 작

지만 도톰한 입술 모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술 양끝이 살짝 올라가 웃는 인상과 윗입술에 비해 

아랫입술이 상 으로 도톰하면서 입술선이 선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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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입매를 통 이라고 평가하 다. 

순 이름 빈도 비율(%) 순 이름 빈도 비율(%)
 1 한지민 32 6.84  6 하지원 22 4.70
 2 수  애 30 6.41  7 문채원 21 4.49
 3 김연아 25 5.34  7 이미연 21 4.49
 3 박보영 25 5.34  7 장윤주 21 4.49
 5 송지효 23 5.91 10 한효주 20 4.27

표 9. 전통적인 입을 가진 여성유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27. 선호된 전통적인 입 

4.5 전통적 이미지의 특성
마지막으로 통 인 분 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 

한 결과로 체 으로 부드러운 인상과 꺼풀이 없

거나 있어도 얇은 속 꺼풀의 작지 않은 , 그리고 

썹과 과의 거리가 있어 통 인 미인상의 느낌의 여

성이 일반 이다. 한 얼굴에서 이목구비의 크기가 크

고 시원한 느낌이나 강한 인상이 아닌 단아하고 정 인 

느낌을 분 기를 통 이라고 뽑았다. 

순 이름 빈도 비율(%) 순 이름 빈도 비율(%)
 1 수  애 45 9.47  5 한효주 25 5.26
 2 한지민 38 8.00  7 하지원 22 4.63
 3 고현정 29 6.10  8 김연아 21 4.42
 4 문채원 27 5.68  9 박보영 20 4.21
 5 백진희 25 5.26 10 장윤주 29 4.00

표 10. 전통적인 이미지의 여성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28. 선호된 전통적인 이미지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통 인 이미지는 수애, 

한지민, 고 정, 문채원 등의 순이며 한지민, 고 정, 문

채원의 경우는 퓨  사극 드라마 인기의 향과 함께 

동근 얼굴선과 단정한 이목구비가 통 인 분 기라

고 하 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수애의 경우는 단아

아고 정 인 느낌이 가장 통 이라고 평가하 다. 

4.6 가장 선호하는 전통 미인 얼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 생이 생각하는 과

거 조선시 의 미인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재의 트랜드와 미의 기 에 한 변화의 향으로 사

료된다. 다만 수애의 경우 단아한 이미지는 한국 이기

는 하나 특별한 개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비하

고 의 다섯 항목 모두 순 에 든 여성은 김연아. 수

애, 장윤주 으며 4개의 항목에 든 여성은 박보 (코모

양 제외), 문채원, 하지원, 한지민( 매제외), 백진희(입

매제외)등이 있다.

체 인 선택 비율에서는 수애와 김연아가 압도

으로 많았으며 한지민, 장윤주, 박보  등의 순으로 나

타나 결과 으로 통  얼굴 는 통복식에 어울리

는 얼굴은 부드러운 V라인 턱선의 얼굴형에 은 꺼

풀이 없거나 얇은 속 꺼풀과 크고 동그랗기 보다는 

긴 과 도톰한 단정한 입, 크거나 날카롭지 않은 오

한 콧날과 코끝이 둥근 코이며 체  이미지는 단정하

면서 단아한 느낌의 얼굴을 선호하 다.

순 이름 빈도 비율(%) 순 이름 빈도 비율(%)
 1 수  애 165 6.95  6 백진희 109 4.57
 2 김연아 154 6.49  7 문채원 104 4.38
 3 한지민 138 5.82  7 이  솜 104 4.38
 4 장윤주 112 4.68  7 하지원 104 4.38
 5 박보영 111 4.64 10 한지혜  96 4.05

표 11. 전체적인 전통 미인 얼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림 29. 선호된 전통적인 입 

IV.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

이상의 선호 통 패션인형 형태와 통  미인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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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특성 결과를 토 로 통 패션인형 얼굴을 디자인하

다. 

패션인형의 기본 얼굴형은 구체 인형 얼굴의 기

본 골격은 따르되 짧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 등 지

나치게 서구화되고 비 실화  특징은 자제하고 부드

러운 턱선을 살린 통 인 미인 얼굴형의 특징을 가미

하 다. 인형의 얼굴비례[그림 25]는 통 패션인형 1과 

2 모두 가로폭과 세로길이는 약 1:1.3이며 상안: 안:하

안의 비례는 1.2:1:0.85로 기존 역삼각형인형의 얼굴비

례를 반 하 다. 구체 인 제작과정은 [그림 26]에 제

시하 다.

그림 30. 얼굴 비례

1단계 얼굴 스케치 2단계 심재재단

3단계 심재 다듬기 4단계 심재 피부입히기

5단계 얼굴형 만들기 6단계 원형 표면정리하기

7단계 실리콘형틀 
작업하기-절단면만들기

8단계 실리콘형틀 
작업하기-게이트만들기

9단계 실리콘형틀 
작업하기-실리콘 붓기

10단계 실리콘형틀 
작업하기-화이트 우레탄 복제

11단계 
기본도색하기-피부색표현

12단계 전체도색 및 
안구부착하기

그림 31. 인형 얼굴 제작 과정

1.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 1
[그림 32]에 제시한 통 패션인형 얼굴1의 특징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얼굴형은 역삼각형의 얼굴이나 

볼은 약간 동 게 하 다. 은 꺼풀이 없도록 하며 

꼬리가 올라가게 하 다. 지나치게 큰 과 동자를  

축소하고 속 썹도 무 길지 않도록 하 다. 한 약

간 아래를 내려다보아 다소곳한 이미지를 표 하 다. 

코 모양은 콧 를 약간만 살리고 코끝은 들리지 않고 

끝 모양도 둥 게 수정하 다. 입의 폭은 약간 좁고 아

랫입술을 도톰하게 단정한 이미지로 제작하 다. 

얼굴1 개성혼례복을 입은 신부

그림 32.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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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 2

얼굴2 조바위를 쓴 소녀 어여머리의 부인

그림 33. 전통 패션인형 얼굴 디자인2

[그림 33]에 제시한 통 패션인형 얼굴2의 특징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얼굴형은 역삼각형의 얼굴이나 

패션인형 얼굴1보다 약간 더 볼을 살려 둥 게 제작하

다. 은 꺼풀은 작게 하고 꼬리는 살짝 올라가

게 하 다. 은 패션인형 얼굴1보다 조  크게 하 지

만 동자를 사실 으로 표 하고 속 썹도 무 길지 

않도록 하 다. 코는 기존의 인형에 비하여 약간 높이

를 낮추고 코끝은 들리지 않고 코 끝 모양도 둥 게 수

정하 다. 입의 폭은 약간 좁고 아랫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표 하여 미소 짓는 부드

러운 이미지로 표 하 다.

VI. 결론

표 문화상품인 인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놀이도

구로 2000년  이후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고 인형 마니

아들이 증하면서 인들이 즐기는 컬 션으로 자

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재 시 되고 있는 통인형의 

경우 부분 한복을 입었을뿐 인형의 얼굴은 무 서구

이거나 한국  얼굴로 개발된 얼굴일지라도 실

인 사실  묘사로 인해 패션에 민감한 이들 마니아의 

욕구수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에 합한 얼

굴을 개발하고자 문헌조사, 사례분석, 소비자 설문조사

를 거쳐 디자인을 실시하 다.

1. 인형은 기에는 종교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차 어린이의 놀이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 고 문

화가 발달하면서 감상을 목 으로 하는 인형 등 

사용 목 이 다양화되어 발달하 다. 패션인형은 

14세기  패션을 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

하여 주로 인형놀이, 패션상품의 마 도구, 수집 

 장식의 목 으로 사용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패

션인형으로는 바비로 표되는 마론인형, 마담알

산더인형, 블라이스인형, 라츠인형, 구체

인형, 리얼돌 등 있다. 한국의 통인형은 고 에

는 토우, 토용, 목우, 명기 등 주로 무덤에 넣기 

한 부장용이나 주술  목 으로 사용되었으나 고

려시 이후 풀각시처럼 여자아이들의 놀이도구로

도 사용되어 그 사용범 가 확 되었다. 그러나 인

형이 갖는 주술  의미로 인해 서양인형에 비하여 

다양하게 발 하지 못하 다. 

2. 통  미인의 얼굴형은 체 으로 둥 지만 상

안을 강조하고 아래턱 부분을 약화시킨 타원형의 

동안(童顔)이다.  사이는 멀고 썹은 흐린 색깔

에 반달형이며 체 인상은 어리고 얌 하면서 정

이며 지성미를 느끼게 하 다. 그러나 2000년

에 이르러서는 문화 가 서구화 되면서 서구  얼

굴이 미인의 기 이 되어 한국의 통 인 미인형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국내 주요 통인형 표작가로는 허 , 이승옥, 

송 애, 임수 , <흑운인형>의 원, <학인인

형>의 용훈 등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수집  

감상을 한 인형작가이며 (주)손오공의 <연지인

형>은 패션인형이자 수집  감상을 한 인형으

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4.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형은 크게 둥근

형, 타원형, 역삼각형으로 특히 역삼각형이 청순하

고 소녀다운 이미지를 주어 많이 사용되었다. 얼굴

의 비례는 둥근형은 통미인형과 타원형은 

미인형과 유사하 다. 역삼각형은 가로폭과 세로

길이의 비율에서 세로길이가 매우 짧았다. 이  

통인형의 얼굴로 선호한 얼굴형은 역삼각형과 타

원형 얼굴이었다. 이목구비의 경우 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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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느낌의 얼굴을 선호하 지만 지나치게 큰 

이나 동자, 아이라인, 뾰족한 코나 볼터치 등 과

장되고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보다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단아하고 차분한 인형을 선호하

다. 

5.  통 미인의 얼굴의 선호도는 과거 조선시

의 미인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 다. 타원형의 얼굴

형에 은 꺼풀이 없거나 얇은 속 꺼풀의 긴 

, 도톰한 입, 코끝이 둥근 오 한 콧 의 코이며 

체  이미지는 단정하면서 단아한 느낌의 얼굴

을 통 미인의 얼굴로 선호하 다.

6. 이상의 선호 인형형태와 통  미인의 얼굴 특성 

결과를 토 로 통복식을 착용한 패션인형 얼굴

을 디자인하 다. 먼  의 경우는 지나치게 큰 

, 동자, 긴 속 썹의 과도함을 다. 코모양

도 간높이의 콧 에 코끝이 들리지 않고 코 끝 

모양도 둥 게 하 다. 입모양도 폭이 작고 아랫입

술이 도톰한 단정한 이미지로 약간의 변화를 주어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한국 통복식과 조화를 이

루는 패션인형 얼굴은 문화상품의 하나로 국내 패션인

형 마니아층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요한 문화상

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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