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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헤어스타일과 머리장식, 메이컵의 특성에 대하

여 비교 정리해 보았다. 각 나라의 전통 헤어스타일 장식 등의 비교를 통하여 현대패션에 

새롭게 해석된 오리엔탈 룩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스타일은 소박하고 단순하며, 중국

은 과장적이고 장식적이며 일본의 스타일은 당나라 장식의 영향과 로맨틱한 소녀적 꽃 

장식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for hair, traditional ornamentation and make up style of Korea, China, Japan. 

Their special aesthetic character of hair ornamentation  and styles are similar difference of costume 

aesthetics. First we study about hair style of three countries

We can find their different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aesthetics and customes , cultur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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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ree countries. It is translated plain and simple for Korean, exaggerative and decorative for Chinese, 

romantic decoravive and decoration of Tang Dynasty influnced for Japanes. All styles are showed 

in modern oriental styles.

Key words: hair style, make up, cultural style, aesthetic characteristics

Ⅰ. 서  론

예로부터 머리카락은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위 중 하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 태어날 때 받은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만이 그 양식

의 변화가 자유로워, 옷차림이나 몸단장과 함께 그 사람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

다. 따라서 두식과 치레거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생활풍속 및 

문화양식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두식은 계양, 발양, 수발 등의 의미

로도 풀이되며, 시대와 유형, 신분과 연령, 혼인 유무나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1).

이 논문은 먼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에 대해 자료를 수집

해 설명해 놓았고, 삼국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의 문화는 상호교류에 의해 형성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옷과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이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한족의 문화도 알고 보면 주변 민족국가들과의 문화

요소의 교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옛 헤어

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에 대하여 보면 한국은 소박하며, 중국의 과장적 장식과  일본의 

당나라영향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

Ⅱ.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1. 한국의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1.1 헤어스타일

① 대수머리

대수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 복장인 대례복 차림에 사용되었던 머리 모양이다.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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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체로 꾸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매우 과대하고 화려하였다1).

     

(http://blog.daum.net/)

② 어여머리

어여머리는 당대 명부, 특히 명부 중에서 외명부가 주로 하던 머리모양이다. 왕족 중에

서는 왕비를 비롯하여 출가한 공주와 옹주가, 양반가에서는 당상관 부인이 이용하였고, 

상궁 중에서 오직 지체 높은 지밀상궁만이 할 수 있었다1).

(http://lady.163.com/)

③ 떠구지머리

‘떠받치는 비녀’라는 용어에서 유래 된 떠구지는 세조 원년, 중국 명나라의 면복계양에

서 비롯된 머리 모양으로, 명부는 상시착용하고 궁중의 진연 같은 큰 잔치에는 내인들도 

했던 가체머리이다1).

(http://hair.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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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첩지머리

부녀자들의 머리 장식에 쓰이는 첩지를 얹은 머리로, 첩지는 장식과 형태,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고, 예장할 때 쓰던 화관이나 족두리가 홀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1).

(http://hair.culturecontent.com/)

⑤ 또야머리

궁중 내외명부의 예장용 어여머리를 위한 밑받침머리로, 뒤덜미 바로 위에 쪽을 진 머

리형이다. 영조 이후 얹은머리 대신 쪽찐머리를 하면서, 족두리나 화관의 밑받침으로 첩

지를 사용하게 되었다1).

                  

(http://hair.culturecontent.com/ )          (http://blog.daum.net/)

⑥ 코머리

신분이 낮은 기혼 여성들이 가체가 아닌, 자신의 본래 머리로 꾸민 머리모양이다1).

(http://hair.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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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

1.2 장신구

① 떨잠

외명부 부녀자들이 궁중을 출입할 때나 왕비에서 상궁을 비롯한 내명부 여인들이 궁중 

의식을 치룰 시에는 대수ㆍ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했는데, 이 머리의 앞 중앙과 좌우 양쪽에 

꽂는 머리 장식물 중, 앞이마 중앙에 꽂은 것을 선봉잠(先鳯簪)이라고 하고, 양편에 꽂은 

것을 떨잠이라 하였다1).

(http://hair.culturecontent.com/)

② 첩지

첩지는 조선시대에 쪽찐머리를 권장한 데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장식의 역할 외에 족

두리나 화관 같은 것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1).

  

(http://blog.daum.net/)

③ 뒤꽂이

광해조 때 화관, 족두리와 함께 성행한 것으로, 쪽지 

머리에 덧꽂는 비녀이외의 수식물을 총칭한다. 궁중, 관

가, 반가, 서민 등 신분에 따라 종류나 재료의 우열을 

가려 사용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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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

④ 비녀

비녀는 쪽진머리에 꽂는 장신구로 잠, 계, 차라고 한다. 쪽진머리가 일반화 되면서 비녀

의 사용도 보급이 되었는데 그동안 가체에만 치중했던 관심과 사치심이 비녀로 넘어오게 

되자 그 모양도 다채로워졌다1).

(http://blog.daum.net/)

⑤ 빗치개

빗살틈에 낀 때를 빼거나 가리마를 타는데 쓰는 물건으로, 

머리를 정돈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밀기름을 바르는 도

구로도 쓰였으며, 귀이개 등과 같이 실용성을 겸한 뒤꽂이로

도 사용되었다1).

⑥ 기타

도투락댕기, 고이댕기, 살쩍밀이, 동곳, 빗.

(http://blog.daum.net/)

1.3 한국의 화장법

조선시대는 복식의 미화 현상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시기였고 당시대인들의 복식착용모

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풍속화나 초상화 등의 고찰과 활용은 복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이다. 이에 조선시대는 미인도의 풍속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분바른 낯은 불그레하고 

희어서 발에 얼비치었다.”는 기록으로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은 연지와 분을 사용하는 화장



한국ㆍ중국ㆍ일본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19

법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류(細柳)같은 눈썹, 초승달 같은 눈, 작고 복스러운 

코, 앵두같은 입술 등은 화용월태와 같은 곱고 아리따운 얼굴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미

인상이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는 기초화장에 주력해 얼굴을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해주는 면

지법에 신경을 쓰며 진하지 않는 화장을 했고, 소구처럼 짙은 직업여성이 기녀들이 했던 

화장법이다.

비, 공주, 옹주의 혼례식에 신부를 꾸밀 때 화각으로 만든 도장모양의 형으로 연지 곤

지를 찍었다. 연지의 붉은 색은 귀신을 쫓는 색이며 단오절이나 혼인날에 연지 바르는 픙
속은 악귀를 쫓고자 하는 주술적인 목적과 함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미용적 요소도 포

함되어 있다5).

        (http://www.newshankuk.com/)            (http://blog.daum.net/)

2. 중국의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2.1 헤어스타일

① 凤冠(feng guan)을 쓰는 헤어스타일

옛날, 황후가 머리에 썼던 봉황 모양의 장식이 드리워진 관. 명청(明淸) 시대에 일반 여

자가 혼례 때 사용하던 봉황 모양의 장식을 단 예모(禮帽)

   

       (http://blog.daum.net/)                (http://blog.txtb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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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结鬟式(jie bin shi)

항상 가발을 사용하고 화려한 장신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제일 고귀한 헤어스타일

이다. 황후, 왕비, 귀족 여자들은 많이 사용한다.

   

               (http://kongjian.baidu.com/)          (http://images.google.cn/)

③ 拧旋式(ning xuan shi)

변화는 다양해서 신녀와 귀족의 미혼 여자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다. 그리고 궁중의 

궁녀도 많이 사용한다.

   

                 (http://kongjian.baidu.com/)         (http://images.google.cn/)

③ 盘叠式(pan die shi)

당(唐)나라에서 부녀들 중에서 많이 유해하는 헤어스타일이다.

     

(http://kongjian.baidu.com/)            (http://images.goog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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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反绾式(fan wan shi)

反绾式는 수당(隋唐) 시대에서 제일 유해하는 헤어스타일이다. 궁중의 귀비들과 귀족의 

여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反绾式 反绾式朝天髻、元宝髻 反绾式双刀髻惊鹄髻

(http://hainaa.com/guanyu/picture/)

⑤ 结椎式(jie zhui shi)

结椎式는 고대 부녀들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사용하고 유행하는 시간이 제일 길었던 

헤어스타일이다. 그리고 기혼 부녀들이 많이 선호한다.

(http://kongjian.baidu.com/) (http://images.google.cn/)

⑥ 对称式

진한(秦汉)시대부터 줄곧 사용하는 헤어스타일이다. 궁녀, 시녀들이 사용하는 헤어스타

일이 있지만 서민 여자들도 사용한다. 그리고 남, 여 어린이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다.

(http://kongjian.baidu.com/) (http://images.goog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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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신구

2.2.1 잠(簪)

중국의 잠은 고대에서 남녀공용할 수 있다9). 

① 금잠(金簪)

(http://blog.txtbbs.com/)

② 보석을 박은 잠(嵌宝簪)

(http://blog.txtbbs.com/)

③ 옥잠(玉簪)

(http://blog.txtb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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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잠(银簪)

(http://blog.txtbbs.com/)

⑤ 鎏金银簪(liu jin yin zan)

(http://blog.txtbbs.com/)

⑥ 银镏金簪(yin liu jin zan)

(http://blog.txtbbs.com/)

2.2.2 비녀

(http://blog.txtb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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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떠는 잠(步摇)

(http://blog.txtbbs.com/)

2.2.4 빗

 

(http://blog.txtbbs.com/)

3. 중국 전통 화장법

양귀비의 화장에 관해《敦煌曲子詞集ㆍ内家嬌》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가볍고도 가볍게 화사한 분칠과 깊고도 깊게 길게 그린 푸른 눈썹에 눈이 가슴 앞에서 

흩날리는가. 부드러운 얼굴에 붉은 입술, 눈은 칼로 가르고 입은 붉은 주옥인 듯. 온 몸에 

독특한 각종 羅裳를 입고 龍腦향의 연기를 쐬었도다.

시문에 표현된 화장법은, 얼굴을 하얗게 백분으로 칠하고, 앞머리를 밀어올리고 눈썹을 

밀어 눈썹을 이마 위에 그려 눈과 눈썹의 거리가 멀어보였다고 생각된다. 그로 인해 눈이 

가슴 앞에서 흩날린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눈썹의 모양은 진하고 두꺼웠다고 생각되며, 

입술을 붉게 칠하고 눈은 가늘고 길게 표현하여 화장하였다.

김소현은 “백분을 뺨에 하얗게 칠한 것은 당시 시녀, 무희 등으로 봉사하던 胡女의 피

부를 흉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앞머리 부분은 額黄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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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의 초상  영화《양귀비》
(http://images.google.cn/)

보이는데, 액황은 鴉黄이라고도 하여 이마의 머리털이 난 언저리를 황색으로 염색하는 것

인데, 이 액황은 북조시대 북방민족의 여성 사이에 즐겨 사용된 습속이었고 남조 한민족

의 부인들 사이에도 유행했던 것이다. 또한 좌우의 눈썹을 연속하여 눈썹을 먹으로 그리

는 풍습은 현대도 서역의 위구르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여성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胡粧의 하나이다. 입술을 붉게 칠하는 口脂는 口紅을 말하는데, 烏膏를 입술에 발라 새가 

우는 모습을 나타낸 화장법이다. 이와 같이 예상우의무를 출 때에는 胡粧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13).

胡粧  (http://images.google.cn/)

중국 부녀의 화장에는 보조개장식과 눈썹 색을 비취빛이나 검은빛으로도 그렸다. 이마

에는 화전(化鈿 hua dian)을 붙이기 시작한 때였는데 액화(황색안료)을 이마에 칠하는 풍

습이 형성되었고 그 모양도 다양하였다. 꽃잎의 형상에서 우각(牛角)，선면(扇面), 복승아 

화도자(桃子) 모양을 모방하기도 하고 취전(翠鈿)이라는 추상적인 도안까지 복잡하였다. 

또한 손톱화장은 섬세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즐겼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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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化鈿hua dian)의 형태

(http://images.google.cn/)

3. 일본의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3.1 일본의 전통 헤어스타일

일본의 전통의 헤어스타일도 언제나 가발을 사용하고, 일본어는 망鬘(mán)이라고 부른

다. 가발은 일본에 유구한 역사가 있어서, 일본의 원시의 가무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풀

을 사용해서 화분의 줄기로 매달며 마리 위의 장식을 행했다고 한다.

일본인이 초기 매우 적어서 연극을 상영하는 이외에 가발을 붙이고, 나중에 보통 장소

에서도 가발을 쓰는 여성이 너무 많다. 그녀들이 긴 가발은 보통 자신의 머리 위에서 자

라는 머리털을 사용했다. 그 이후 고대 여성은 평소도 항상 가발을 사용하고 전통의 헤어

스타일을 빗겼다.

쇼와(昭和)이후 항상 일본의 전통 헤어스타일에 있어 머리를 푸는 사람은 굶주리게 된

다. 그러므로 자라는 머리를 바로 줄여서 가발로 사용하고, 전통의 헤어스타일을 할 때만 

가발을 사용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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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岛  岛田髷(dao tian qu)

일본의 옛날 유행한 한 종의 여성의 헤어스타일이므로, 많이 젊은 여성 혹은 연예인을 

위해서, 기생 등의 직업의 여성에게 헤엄쳐서 매듭을 풀게 하고, 이것이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특색중의 하나가 되었다8).

                 (http://zh.wikipedia.org/)          (http://blog.daum.net/)

② 下髷(xia qu)

17세기 후반기에 처녀여인들은 양쪽으로 땋는 머리를 하든지 반머리(일부머리를 묶어

서 정리해 주는 머리형태)를 하여 下髷(반머리와 흘러 내려온 머리)형태를 이루고 있다5).

(http://blog.daum.net/)

③ 혼례식 헤어스타일

일본 여성의 혼례식에서 사용하는 가발은 보통 자신의 마리 위에서 자라는 머리털로 

만드는 것이다.

(http://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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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장신구

헤이안시대 이후부터 머리 장식이외에 직접 몸에 붙이는 장신구를 꺼려해 왔다. 기모노

를 입을 때는 가능한 한 약간 적은 것을 선호한다. 귀에 구멍을 뚫는 이어링을 포함해 다

양한 장신구가 발달했다4). 그리고 일본 장신구는 중국과 한국의 장신구와 비슷하다.

① 花簪(hua zan)

혼례식, 성인식 등 정식 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가부키도 선호한다.

(http://images.google.cn/)

② 잠, 빗과 비녀

    

(http://images.goog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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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화장법

일본 이미지로 가장 많이 재현되고 있는 화장술은 일본전통 무대극 가부키를 들 수 있

다. 가부키 화장은 에도시대 때 생긴 가설 극장의 조명 사정과 상관이 있다는 설이 있다

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들어오는 근소한 빛과 촛불밖에 없어, 희미한 빛 속에서도 잘 분간할 수 

있도록 그 화장 방식이 생겼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나가타의 화장법은 노의탈을 

모방했다는 설도 있으며 얼굴을 하얗게 바르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http://blog.chosun.com/)         (http://images.google.cn/)

(http://images.google.cn/)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얼굴에는 흰색으로 칠한 다음에 눈가와 입술에는 빨간 연

지를 바르는데 아랫입술은 윗입술보다 더 두껍게 그리고, 눈썹 역시 빨간색으로 그린 위

에 기름에 갠 먹물로 한 번 더 그려주고 손톱에도 빨갛게 바른다. 눈과 입술을 조그맣게 

그리는 이유는 얇고 여린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이 흰색과 빨강 그리고 

검정의 사용은 남성 역할에도 나타나는데, 빨간 선은 강함과 격함을 나타내고 흰 얼굴에 

그려 화려함과 훌륭함을 돋보이게 한다고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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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ㆍ중국ㆍ일본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비교 분석

이와 같이 한국ㆍ중국ㆍ일본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의 사진을 정리하면 삼국의 

차이점과 상관점을 볼 수 있다.

국가
헤어스타일

명  칭 사  진

한국

▶ 대수머리

▶ 어여머리

▶ 떠구지머리

▶ 첩지머리

▶ 또야머리

▶ 코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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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헤어스타일

명  칭 사  진

중국

▶ 凤冠(feng guan)을 쓰는 

헤어스타일

▶ 结鬟式(jie bin shi)

▶ 拧旋式（ningxuan shi）

▶ 盘叠式(pan die shi)

▶ 反绾式（fanwan shi）

▶ 结椎式(jie zhui shi)

▶ 对称式(dui chen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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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헤어스타일

명  칭 사  진

일본

▶ 岛田髷(dao tian qu)

▶ 下髷 (xia qu)

▶ 혼례식 헤어스타일

국가
장신구

명  칭 사  진

한국

▶ 떨잠

▶ 첩지

▶ 뒤꽂이

▶ 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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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신구

명  칭 사  진

한국

▶ 빗치개

▶ 도투락댕기, 고이댕기,

살쩍밀이, 동곳, 빗

중국 ▶ 잠(簪)

• 금잠(金簪)

• 보석을 박은 잠

(嵌宝簪)

• 옥잠(玉簪)

• 은잠(银簪)

• 鎏金银簪(liu jin

yin 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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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신구

명  칭 사  진

중국

• 银镏金簪(yin liu 

jin zan)

▶ 비녀

▶ 떠는 잠(步摇)

▶ 빗

일본

▶ 화잠

▶ 잠

▶ 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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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메이크업

명  칭 사  진

한국

▶ 분을 칠한 듯 흰 피부에 

부드러운 얼굴의 곡선

▶ 얇고 가늘게 둥글려진 눈썹, 
넓은 눈두덩이에 가느다랗

고 긴 눈매, 작게 오므라진 

붉은 입술

▶ 혼례시 뺨과 볼에 붙이는 

연지 곤지 응용

▶ 색조화장성행-화황, 청색, 
붉은색 사용

중국

▶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작고 

요염한 입술, 검은 눈썹

으로 중국적 동양미 효과

▶ 손통장식과 보조개장식, 
화전 등

일본

▶ 일본의 게이샤나 가부키의 

분장응용

▶ 눈꺼풀 전체를 도색할 만큼 
두껍게 그린 눈세도우와 

일본 인형을 연상케하는 

하얀피부에 작고 오목조목

한 눈, 코, 입의 연출, 검은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및 

아이라이너



136  J. Natural Sci., Pai Chai Univ. Vol. 19. No. 1. 2008

Ⅳ. 한국ㆍ중국ㆍ일본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의 현대적인 착용

현대 패션은 20세기 말부터 지속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개성화와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서양중심의 현대 패션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는 

다양한 에스닉 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리엔탈 룩은 동양사상에 심취하는 등 동양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최근 패션의 주요 테마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문화

의 집중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12).

형           태

장  식 사  진

차이니즈 룩

헤어스타일

Jean Paul Gaultier 08F/W

장신구

DIOR 07S/S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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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장  식 사  진

재패니즈 룩

헤어스타일

 

DIOR 07S/S

메이크업

DIOR 07S/S

장신구

DIOR 07S/S

코리언 룩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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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장  식 사  진

코리언 룩

장신구

메이크업

Ⅴ.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한국ㆍ중국ㆍ일본 전통 헤어스타일&두식과 메이크업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나라의 전통적 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을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오리엔

탈리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화와 절충주의를 추구하는 유사점을 각고 있다. 각 

나라의 민속적인 요소를 이상적으로 융합ㆍ절충하거나 전통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경향으

로 나타나고 있다5).

메이지 유신정권으로 서구 문호에 개방 정책을 편 일본과 황제의 나라 중국은 서구세

계에 그들의 문화와 복식을 알리며 새로운 동양풍의 바람을 일으켰다. 서구적 취향에 싫

증과 한계를 느낀 서구 패션계는 동양적 복식에서 모티브를 찾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며 오늘날 그 맥락은 현재까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재해석되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중국풍과 일본

풍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동양적 패션이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의상에만 국화되지 

않고 메이크업&헤어스타일까지 하나의 트랜드로 접목되는 경향이 있다.

Park Jong-Dae
줄 긋기

Park Jong-Dae
대체 텍스트
국한되지

Park Jong-Dae
줄 긋기

Park Jong-Dae
대체 텍스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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