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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hibition of False Hair （加髯）and a primary factor 
in Lee Dynasty.

Assuming that the trend of simplification in false hair is closely related to the idea of 
practical science to be the social and ideal background of those times, we research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Constant discussions and prohibitions against false hair were designed to differentiate 

between classes but to discard a variety.
Goge（高髻）came to be a big problem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成宗）and 

after on argument for the usage of false hair was in vogue king Young-Jo（英祖）and 
Jung-Jo（正祖）.Finally, the wearing of Hooge（彳妾髻）came to be a national regulation in 
manners and customs, and also brought the realization of prohibition against th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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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lse hair. It is believed that the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against the usage of false hair have a close relation with the idea of practical science.

I.서 론

囉'는 月子, 다리, 다래, 달비라고도 한다. 月子는 여자의 머리를 땋을 때 머리털을 많게 하 

기 위해 덧넣는 머리를 가리키며 다리와 달비는 방언이다.

『星湖儘說』에서 “신라 부인들은 아름다운 假髮을 머리 위에다 빙빙 둘렀고 고구려 부인들 

은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아서 맵시 있게 만들었다. 이는 대개 모두가 서로 비슷하게 되었는 

데 지금도 우리 나라 풍속에 부인들은 반드시 두 가닥으로 假髮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다 두른 

다.”” 조선조의 加琵는 두가닥으로 땋아 머리 위에 얹었는데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富의 표식으로서 假耄의 요구가 발생되어 궁중에서 사족부녀자까지 모두 사용하였다. 

조선조에 加髯로 인한 高髯의 사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加髯禁止策을 마련하기에 이르 

렀 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복식금제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회사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조 加髯에 관한 論議가 어떻게 

생성, 발전, 변화되었으며, 加琵禁止에 관한論議의 內容과 그 밑바탕에 흐르는 根本要因으로 

朝鮮 後期 社會 발전에 영향을 준 實學的 思考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諸實學書, 조선왕조실록, 가례도감의궤와 조선조 풍속화 등을 자료로 비교 연구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풍속화는 崔淳雨의『韓國美術』2’ 에서 발췌 참고하였다.

n. 諸文獻의 高髻 論議

1. 諸實學書에 나타난 高髻 論議

여기서 諸實學書라 함은 조선조 실학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저술한 실학적 사고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문헌을 말한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加赣는 高太后에 처음 생긴 것이다.财라고 하니 高太后는 宋 英 

宗의 妃로서 이 때가 고려 초이므로 이 당시의 머리 형은 중국과 비슷했으리라 예상된다.

『靑莊館全書』에 “辨髭는 몽고의 遺風”" 이라 하니 고려 가 몽고와 교류가 있는 시 기 였으므로 

중국과 같은 머리 형 태가 조선에 까지 영 향을 미 쳤던 것이다.

『성호사설』의 저작 년대가 불분명하여 성호 이익의 생존시기를 기준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성호는 1681년에 태어나 1763년까지 생존한 조선조 실학사상가이다.『성호사설』에 사

1） 李翼『星湖僥說』卷6,萬物門，髮髯按文獻通考新羅婦人美髮綺首高麗髻髻 垂右肩百濟則分兩道大抵上類 

而都只爲段之遺制今俗婦人必爲鬆笹兩道繚首.

2） 崔淳雨,『韓國美術』, 도산문호卜사, 1982
3）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卷15,東國首飾辨證說，而加琶高太后世籃觴也.

4） 李德懋，『靑莊館全書』士小節婦儀編，辨谊蒙古之遺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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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발원지가 궁중인데3' 이를 시정하는데 힘쓰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궁중사치로 인한 폐단 

을 시정하기 위해 영조 25년《1749년）에 나라에서『국혼정려를 편찬하여 궁중에서 먼저 근검 

절약하기 위해 혼례사치를 없애려고 제도화 하였다. 성호는 구체적으로 琶 사치에 관하여 선 

조들과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가발 파는 자를 금하면” 사치풍속을 없앨 수 있다는 S 사치금 

지 방안을 제시 하였다，.

『湛軒書』에는 "髯髻는 매우 크고* 중국여자의 머리형은 머리를 땋아 트레를 얹는데 중간을 

불룩하게 하고 끝을 서리기를 서너 바퀴쯤 돌린다. 돌아가며 작은 비녀를 꽂아 풀리지 않게 

한다.，5 또 “시집간 女人은 머리털을 이마에 묶고 그 위에 鷺髻를 더한다.5 이 奮髻에 관해 

서『林園十六志』에는 “器이라는 것은 髯이다.”山 여기서 髯은 쪽찐다는 뜻이니 즉, 髻를 말하 

는 것이다. "부인 두식은 족두리를 없애고 毂子로 대신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인데 여 

기서 중국의 殿子는 우리 나라 족두리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장식이 없어 족두리보다 검소 

하다. 따라서 이 주장도 사대모화사상이라기보다 실 학적 사고가 더 짙 게 나타난다.『北學議』 

에 "시골여자의 머리형은 정수리에 높게 얹었으며 燕京 사대부집 여자의 머리채 모양은 나지 

막하게 하여 정수리에서 약간 뒤쪽에 얹히었다. 머리를 감아 올린 높이는 한치 남짓하였다. 

대개 여러 남자의 머리카락을 모은 것을 髯로 땋아 얹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脇 고 지적 

한다. 이렇게 중국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유 박제가를 실학사상가 중 가장 사대모 

화사상이 강한 자라고 하지만山 단순한 봉건적 개량주의를 넘어선 뚜렷한 근대적 합리적인 정 

신을 가진 자이 기도 하다尸 이와 같이 당시 中國 부녀 자의 머리 형태가 조선조의 高髻형 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 高髻의 높이 또한 대단히 높은 형태이므로 髯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머 

리카락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신라 때 전해지는 풍속에 는 북방이 텅 비고 이그러졌다하여 

부인들로 하여금 머리 뒤편에 북상투를 틀게 하고 北髻라 했다.U" 이와 같이 북계는 삼국시대 

부터 있었으나 조선조에 와서 加琶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북계는 하지 않았다. 이 당시 

加髯가 대단히 유행되 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논란 대 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리 좋은 풍조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실학자들의 髦에 관한 견해는 사치와 비합리성을 지적하여 무조건 모 

화사상에서 탈피하여 장점만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方•지고 있다.

5） 李M,『星翔儀說』卷3,宮闕流俗，其於衣服飮食宮室輪馬聞成儉或奢不能；&軌者莫非白'宮闕流出•••人上未 

宣徒恃一切之善不察近習之多濫也

6） 上揭書，卷6,萬物文，髻粧，婦人髮飾曰髻其制代變古者只有副編次自后夫人以下常居只有纏仰 總不加髮 

飾

7） 上揭書.髮羿.東邦髮髻之俗日曾侈美不可不變時議紛斜未得其實…乂不必嚴法禁抑只禁國中鬻髮者則 

貧室先¥3樂從而浸成大同之風矣

8） 洪大容，『湛軒書』外集卷2.杭傳尺憧，乾淨徊亍筆談2月15日,'琶髻甚大.

9） 上揭書，卷10,巾服，總髮爲髻穹其中而盤其端可三匹I旋焉周簪小算"以安之遍插彩花範老寡婦不去也

10） 李肯•翊，『燃藜室記述別集』卷13,政敎典故，女人旣嫁者束髮于頂而加以器髻.

11） 徐有果，『林園十六志』瞻用志.卷3.服飾之具，女服，器字書髯此字.

12） 上揭書，［族頭伊］婦人服飾宣去族頭伊代以皴:子益以用變夷之志兼寓省薔冗費之義也

13） 朴齊家，『北學議』內扁，女服，村髻高而戴頂燕京士大夫家女髻低而納北……夫集衆男子之髮辨髮加首而 

恬不爲怪

14） 송주영,'실학사상대요』박영사, 1984. P. 177
15） 김용득,「정유박제가연구」『중앙대논문집』제5집 1961

16） 『東京通志』卷5,風俗，傳羅俗以北方虛缺今婦人館髻于後命曰北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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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조실록에 나타난 高髻 논의

조선조에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머리모양이 사회의 정치적인 論議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른 

바 왕조실록에 나타난 加髯禁止에 관한 조항이 그것이다.

朝鮮朝 高髻에 관한 論議는 成宗때 비로소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成宗 이전의 高髻論議에 

관한 사항이 문헌上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成宗 때 “城中에 高髻를 좋아하여 四方의 높이가 1尺이라 지적하므로 朝鮮朝에서는 처 

음으로 高髻가 문제시되기 시작한다. 이 때는 다만 고계의 크기만 논하고 있을 뿐 고계가 사 

치라고 하여 금지해야 된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高髻가 비록 높고 크기는 하지만 극히 일 

부인 城中에서만 사용되어 큰 論議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본다. 그 후 선조 대에 翟衣를 입고 

국속에 따라 수식을 하니 W 이 때부터 翟冠 대신 髯髮을 사용한다. 인조 대에 와서도 嘉禮 때 

마다 모두 적 관대신 체발을 사용하여⑴ 국혼을 치른다. 따라서 임란이 전의 儀軌가 소실되어 

알 수는 없지만 翟冠 대신 사용한 髭의 제도는 宣祖 35年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翟冠을 사용 

했다고 추측한다.

그러면 실학전성기인 英 • 正祖代 加髯論議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가?

英祖 3年에 嘉禮 時 所用되는 髭髮의 수량을 줄여的 이때부터 검소의 기미가 엿보이기 시즈f 
한다. 그러나 英祖 20年 嘉禮 時에 髯髮 48丹2。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수량을 줄이 

라는 命은 실행되지 않았다. “髻는 他人의 머리를 取하여 장식하는 것으로 非禮이니 禁함이 

좋고，，끄〉“髻의 비용이 많아 百金에 이르고 사람들이 파산할 지경인데 만약 이를 禁하면 또한 

사치를 금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髻를 버리고 대신할 만한 것이 없으니 금하기 어려울 것이 

라”끼는 등의 論難이 있었지만 금지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영조 25년『國婚定例』를 편찬하 

여 妃, 嬪의 嘉禮時에 髯髮 사용을 10丹으로 制度化하여 髯髮量을 정례이전의 약 1/5로 줄여 

서 髯髮 사치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宮밖에서는 여전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英祖 

32年에는 “士族婦女의 加髯을 금지하고 世俗에서 부르는 족두리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사대 

부 집안의 사치가 날로 盛하여 부인이 한번 加髯하려면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는데 서로 자랑 

하고 본받아 높고 큰 것을 숭상하니 왕이 이를 금지하였다.”2° 다음해인 33年 11月에도 “洪鳳 

漢이 상소하기를 '지금 禁할 것은 婦女子의 髭髮이다. 일반 가정혼례에 髯髻를 사느라고 家產

17） 『成宗實錄』卷130,成宗12年辛丑6月，所調城中好高髻匹I方高一尺者比也.

"■燕山君日記』卷48,燕山君9年癸亥2月，古曰城中好高琶四方高一尺.

18） 『宣祖實錄』卷152,宣祖35年庚辰7月，嘉禮都監啓日.中略.五禮儀有翟衣加首飾之文首飾旣從國俗磨鍊

19） 『照顯世子嘉禮都監義軌』12月280,翟冠一減，琶髮四十丹.

『仁祖實錄』卷46,仁祖23年乙卯7月，册禮都監曰嬪宮册禮時旣有翟衣則當有翟冠而我國匠人不解翟冠 

之制……中朝而終鞭自本國制造何以爲之云……且自癸亥以來難經嘉禮而皆不用翟冠而最髮爲首飾以成 

禮今則何以爲之答曰依癸亥以後例爲之.

20） '■英祖實錄』卷12,英祖3年乙酉8月，戶曹判書李台左啓請嘉禮時所用琶髮依例分定於咸鏡道上命減其數.

21） 『莊祖獻敬后嘉禮都監義軌』癸亥年11月6日，翟冠一（依前減付標癸亥抹去啓下），髯髮四十八丹.

22） '■英祖實錄』卷70,英祖25年戊辰10月，髻取他人之髮…尤爲非禮禁之便.

23） 上揭書，鳳漢曰笹之費多至百金人皆破產苦禁之則亦去奢之一端也上曰去髻而無可代者所以難禁之.

24） 『英祖實錄』卷90.英祖33年甲申1月，禁士族婦女加笹代以俗名族頭里……士大夫家奢侈曰盛婦人一加琶 

輒費累百金轉相夸效務尙高大上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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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왕조실록의 加琵論議

王 年 月 內 容 備 考

成宗 12 6 高髻를 좋아함

燕山君 8 1 공주 길례용 琵 진상

9 2 高髻를 좋아함.

孝宗 9 10 宮中高髻四方一尺

英祖 3 8 髯髮수량 줄임

23 6 婦人의 髯髮을 거두어 髻하는 집이 있다.

25 10 髻는 타인의 머리로서 하는 것은 비례이며 

그 비용이 百金에 이르니 파산한다.

32 1 禁止가 처음 시작, 족두리로 대치, 加髯의 

값이 百金

奢侈, 낭비

33 11 髯髻禁止論議, 족두리나 화관으로 대신 체 값으로 파산

12 赣髻를 後髻 奢侈억제

34 1 髯髻는 宮樣（족두리） 이외는 엄금

38 7 髯髻禁止 요청

39 11 다시 환원, 加髯만 禁止 족두리장식 폐단

50 5 譯官이 髯髻의 금지에 붙여 책 자를 올림.

正祖 3 2 떠구지 생겨님-（宮中用） 奢侈，儉約

4 代用品이 마땅치 못함 奢侈，節約

9 琵髻使用은 지나친 奢侈 奢侈, 낭비

12 8 髯제거 命함

10 加髭禁止가 느슨해져 그 폐단이 커서 집과 

땅을 팔기도 하고 結婚한지 6, 7년이 지났는 

데도 見舅婚禮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10 加赣禁止를 회복, 加髯禁止 節目시행 사치풍조의 제거는 

崇儉의 美

14 2 本髮이加髯보다더커 짐. - 사치풍조 금지

16 3 髯髻사기사건

20 4 單髯의 크기가 배가 되어 사치풍조 심함.

을 탕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한번 금지령을 내리면 城안이 반드시 고무될 것이고 일단 國法 

으로 정한 이후에 비로소 금할 수가 있다' 하고 鄭亨復도 '물건의 실정을 반드시 편리함에 알 

맞아야 한다.' 고 아뢰어”的 國法으로 耄髮禁止令을 내리라고 말하였다. 홍봉한이나 정형복이 

實學思想家는 아니지만 실사구시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12月에는 “婦女子의 髯髻를 금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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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後髻로 대신하라.”顷는 교지가 있었다. 이 당시 婦女머리에 드는 비용은 "十家의 재산을 

웃도니 士族婦女子들에게 加髯을 더하지 못하게 하고 後髻를 하도록 했다.”m十家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逐髻로 인해 家產을 탕진할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은 능히 짐 

작이 가고도 남는다. 삼국시대 부녀자 머리형이며 자기 머리로도 할 수 있는 後髻가 英祖代부 

터 다시 시작되었다.

"엄한 法으로 억누르고 금할 필요가 없이 다만 나라안에 假髮을 만들어 파는 者만 禁하면 

가난한 집안은 먼저 즐겨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차츰 다 같이 잘 사는 風俗을 이룰 것”이라 

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미 英祖 32年에 족두리 대체 방안을 내린 바 있으나 2年 뒤인 34年 

1月에도 “髯髻를 禁하고 족두리를 허가하되 모든 다른 양식은 아울러 嚴禁”细 하라고 命했다. 

이로 보아 족두리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38年 7月에도 "여염집에 髯 

髻를 禁해야 한다.”驴는 啓請이 있기도 한다. 英祖 25年의『國婚定例』부터 髯髮 10丹으로 규 

정하였으므로 宮中에서는 다소 髓髻의 사치가 줄었으나 士族婦女子들 사이에는 여전히 盛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年 11月에 다시 "婦人의 머리는 종전대로 琶髻하라”汕 고 命하여 髯髻禁止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加髯만 금지되었다. 이것은 족두리의 장식에 드는 비용이 加琵의 값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후 잠잠하다가 英祖 50年 5月 에 紋段禁止, 加琵禁止등의 금지령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올리 기도 한다.

이와 같이 英祖代까지는 髯髻에 대한 논란이 많이 대두되긴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 

다. 그러나 英祖의 당파저지 정신과 복식의 검소 등에서 실학적 사고와의 일치점을 찾아볼 수 

가 있다. 英祖의 加髯禁止에 관한 정책은 막연한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後髻, 족두리 등의 加 

餐 代用品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간소화, 實用化의 實學的 思考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髭髻로 인한 폐단에 관해서 李德懋는『靑莊館全書』에 부귀한 집에서는 머리치장에 드는 

돈이 무려 7〜8萬兩에 이른다. 다래를 널찍하게 서리고 비스듬히 빙빙 둘러서 한쪽으로 기우 

뚱한 머리채를 만들고는 여러 장식품 등으로 꾸며 그 무게가 거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형 

편인데도 가장은 이를 금하지 못하여 부녀자들은 더욱 사치를 하고 그 머리가 남의 것보다 작 

을까 걱정한다. 요즘 한 부잣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니•이가 겨우 13才였다. 다리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일어서다가 다리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 이렇듯 다리의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珈고 할 정도로 그 폐단이 엄

25） 上揭書，英祖33年己丑11月，仍敎曰今之可禁者婦女髯髻也知經筵洪鳳漢曰人家婚禮買髓者多至取產禁 

命一下滿城必鼓無矣然一定邦制然後始可禁也特進官鄭亨復曰物情必稱便矣.

26） 上揭書，同年甲戌12月，命禁中外婦女髻代以後髻••••是時婦女髻侈糜日甚一髻之費或至數百金.

27） 上揭書，一髻之費殆過漢文十家之產……自今變髯髻用後髻.

28） 『星湖僥說』卷6.萬物門，髮鷺,又不必嚴法禁抑只禁國中鬻髮者則貧室先自樂從而浸成大同之風矣.

29） 『英祖實錄』卷91,英祖34年庚子1月，命禁髯髻許以宮様凡諸他樣幷嚴禁.

30） 上揭書，卷100,英祖38年壬午7月，又啓請申禁閭家58髻.

31） 上揭書，卷102,英祖39年癸未11月，命復髯髻舊制先時上以婦人髯髻務奢而費多一切禁之代用族頭之制族頭者 

髯也至是諸臣多言其不便上又以族頭與宮様無別而飾以珠具則其費與髯同也命復行罷制而只禁加琶時.

32） 『英祖實錄』卷122,英祖50年甲午5月,譯官李宗聃進所述一卷册盖論酒禁南草琶髻紋段油果

33） 李德懋，『靑莊館全書』卷30, 士小節,第6,婦儀一，服飾，貴富家費錢至七小萬廣蟠側繞作隋馬勢飾以雄黃 

版法琅簪眞珠綸;其重幾不可支家長不能禁婦女愈侈而愈恐其不大近有富家婦年方十三辨髮高重其舅入室 

婦據起立笹壓而頸骨折侈能敎人嗚呼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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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게 큰 것이었다. 이 당시 7 • 8萬兩을 米로 계산하면"' 粳米（멥쌀）이 1石에 48兩, 中米가 1 
石 15兩, 新稻米（햅쌀）1斗에 6兩 정도이므로 대강 사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4月에 “近 

日에 사치풍조가 점점 성하고 있으니 髯髻하나 뿐만 아니라 臣下들이 사치를 경계하여 節儉 

만을 숭상하게 한다면 琶髻는 스스로 금해질 것이다.고 한다. 역시 9月 에 “髯髮을 금지하 

는 것은 곧 사치풍조를 제거하려는 이유에서나 만약 花冠이 나온다면 珠玉으로 장식할 것인 

데 그 비용이 자못 지나침이 있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직 髯髻의 사치가 사라지지 않았 

으며 髯髻禁止는 곧 사치풍조를 제거하려는 이유이므로 髭髻 사치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폐 단을 지 적 하여 髯髻 사치 가 사회에 미 친 영 향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 하고 있다.

正祖 12年 8月에 비변사 우통례 우정규가 소진한 책자를 다시 아뢰었는데 오직 부녀의 修飾 

인 髯를 제거하라는 명령만 있었다严 또 10月에 加髯을 버리는 것이 오로지 사치스러움을 버 

리는 것이라助 할 정도로 아직까지 부녀자들의 加髯가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2年 10月에 備邊司가 加髯申禁節目河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申禁 

節目을 내린 데도 불구하고 正祖 14年 2月에 “常賤女人의 本髮한 머리가 처음보다 커져서 이 

대로 두면 어찌하는가”고 걱정했으며 16年 3月에 발생한 髯髻사기사건皿을 보더라도 완전 

한 금지는 어려웠던 것 같다. 20年 4月 에 와서도 “加琶을 禁한 것은 사치를 없애기 위함인데 

單髯가 전보다 倍가 높다”0 하므로 加髯가 아닌 비록 單髯라 하더라도 加髭 사용 이전의 單 

髯의 높이보다 높다는 것은 아직도 高髻의 사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加鬣의 禁止는 검소함과 奢侈배제를 위한 것이며 대용물이 없어서 시행치 못하 

여 고심하던 끝에 족두리로 대신케 했으나 족두리에 더 큰 사치를 하므로 민족두리 사용만을 

권장하게 되자 다시 髯의 사용이 盛行했다. 이것은 족두리가 髯을 대신할 만큼 美的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거나 금지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치풍조가 만연하여 髯가 계속된 

다. 이러한 사치풍습이 髯뿐만 아니라 음식과 衣服에까지 미치게 되고 심지어 加琵을 버리는 

것이 사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정도로 加摧로 인한 폐단이 다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 

을 미치기도 했다. 또한 加鬣 대신 족두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加髯 값보다 더 비싼 金

34） 『만기요람』財用編

35） 『正祖實錄』卷7,正祖3年庚申4月，近日侈風漸盛不特髓揖一爭苦使在朝之臣皆能克戒侈習專崇節儉則 

髓常等事不期禁而自禁.

36） 上揭書，卷8,同年乙丑9冃，上曰禁琶髮乃所以祛侈風而若出花冠則飾以珠玉其費殆有過焉.

37） 上揭書，卷26,正祖12年丁未8月，惟婦女首飾未幾有去髮之命.

38） 上揭書同年辛卯10月，中國婦女加琶一切革琶祛髓專爲祛奢.

39） 上揭書，備邊司進加髯申禁節目，…土族妻妾閭巷婦女凡係編髯加首木髮加首之制一切禁止，一代髯之式娘 

-Y-雙髻系陽髻係是嫁前之制不可用之以編髮後髻代之頭上所戴則依前用族頭里一今此禁制凡係首飾金 

玉珠具及眞珠唐統眞珠套心之屬一幷禁斷一於由味巨頭味係是命婦常時所着人家謙婚所用勿爲禁斷一族 

頭里所飾旣戴禁條則婚嫁時所用七寶族頭里給貰出貰先爲禁斷一常賤女人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幷許令以 

本髮加首而貼琶之制各別禁斷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女妓則本髮加首之上戴以加里T.
40） 上揭書，卷29,正祖14年庚戌2月，常賤女人本髮比初稍稍體大.

41） 上揭書，卷34,正祖16年壬子3月，趙瞰以何不斬鄭履煥之頭爲言趙於鄭平0聲氣略同而其言亦如此至於 

復賊罪惡廷臣皆知之乎濟恭曰窮凶極惡之罪今日臣子孰不明知乎敎右議政朴宗岳曰卿家於子爲恩人也  

戊辰置主裏後己已代理卽成此則予於祭文碑文略言之矣卿之新卜後子雖深居九重物議亦有知題目之出似 

未必人皆洽然而卿須勿動毫髮惟思康濟國事而亦，頁體不忘在莒之義.

42） 上揭書，卷44,正祖30年癸未4月，加髻之罷欲爲祛奢而單髯倍高.

-21 -



銀으로 장식하는 것은 禁止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며 사치와 낭비를 제거하려는 의도와 맞 

지 않으니 족두리에 장식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지 금지하는 것만으로 風俗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林園十六志』에 "족두리를 할 때는 반드시 髻髮하고 腦後에 髻를 만들고 또 皆髯을 만들어 

本髮 위에 加한다. 髻를 髻髯이 라 하고 他人의 머 리 칼을 취하는데 지금 속칭 낭자라 한다• 그 

리고 釵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값이 수만錢 이하로 내리지 않으므로 桐木刻을 

이용하여 髻髯形을 만들고 或은 종이나 대나무로 만들어 비단명주로 싸서 그 頭飾形이 本髻 

와 같은지라 아끼는 도리가 된다."电＞ 하여 髻의 代用物로 제시된 족두리를 金玉으로 장식하여 

髻보다 더 사치스러워진 족두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木이나竹으로 된 족두리를 고안해 내 

기는 했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朝鮮朝 英 • 正祖代에 가장 많이 대두된 高髻으로 

인한 加髯禁止 論議는 實學의 全盛期인 英 • 正祖代이므로 실학사상의 흐름과 일맥상통한 것 

을 알 수 있으며 검소, 사치의 배제 등은 현실생활에서의 불합리성과 사회악습의 폐단을 근절 

하려는 英祖의 實學的 思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秋官志』에 "髯髻는 後髻로 

되어 한가지 사치는 제거된 셈”0 이라고 하지만 이후에도 士族婦女는 假髮을 하지 말라는 傳 

敎顷를 내려 加髯禁止에 관한 論議가 계속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잘 行해지지 않았다. 이는 아 

직 까지 사치풍조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

"우리 나라 婦女子들의 修飾이 朝鮮中期에서 正祖 辛亥（1791年）이전까지는 時俗에서 加髯 

라 부르는 큰 다리가 있어 이것을 本髮에 섞지 않고 그것만 그대로 땋아 머리 위에다 둘러 얹 

고 비녀를 꽂다가 辛亥이후에 와서 加髯을 금지하고 北髻를 하게 했는데 北髻란 흔히들 말하 

는 娘子이다. 이는 머리를 땋아 빙빙 둘러 뒤통수에다 서린 다음 비녀를 꽂는 것인데 그 위에 

족두리를 씌웠다. 나이가 들고 늙은 婦人은 本髮에 加琵을 이어 땋아 머리에 두른다.했으 

니, 이 당시에는 머리숱이 적은 노인이나 머리길이가 짧아 땋기 어려운 사람들만 이용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이 "純祖 중엽 이후부터는 婦女子들이 다리 드리는 風俗을 버리고 단지 本 

髮만을 땋아 뒤통수에다 쪽을 지은 다음 작은 비녀를 꽂았는데 이것이 곧 風俗을 이루었으므 

루 庚寅年間（1830年）에는 이를 금지하고 다시 辨髮을 두르도록 했으나 실행치 아니하고 그대 

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아무리 금지령을 내려 규제를 한다고 해도 사회풍조를 하 

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사회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國婚定例』의 편찬 의도인 근검 절약 정신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검토하기 위 

해『嘉禮都監義軌』에 나타난 琵髮의 量에 관해서 살펴본다• （표 2） 임란 전의『嘉禮都監義軌』

43） 徐有集，『林園十六志』卷3,瞻用志，服飾之具，族頭伊，凡戴族頭伊必歛髮作髻于腦後而又作髯髯（髻音胎髯… 

取也人之髮爲之令俗呼낭즈）加于本髮之上用釵貫固鬪靡者其眞亦不下數萬錢余謂宜用桐木刻作髻髯形糅 漆 

之或用紙竹造而以繪帛裏之以套冒本髻則庶爲省嗇之道•

44） 『秋官志』第四編，掌禁部申章奢侈，髯髻旣祛其弊之奢•

45） 「쪼敎輯錄』卷 5, 形典 禁制, 士族婦女……而勿假彖•

46）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卷15,東國婦女首飾辨證設，我東婦女首飾國之中葉至正祖辛亥以前有大髯俗 

呼加髯 不合已髮而辨 但辨튯笹 幾如一圍繞首 個釵 至正祖辛亥以後 禁加髯 用北髻 俗名娘子 辨髯如圍 橫蟠 

腦後備簪 仍加族頭里 其狀六稜傳以紋緞 偏類倭軍所戴之冠 婦人튯且老者 己髮續髯辨之繞首•

47） 上揭書，純祖中葉後通國婦女盡廢辨琶加首只辨已髮橫結腦後停小笄仍以成俗故庚寅間禁之使復髮繞首 

而終不行以至今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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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혼에 사용한 髯髮

儀軌 年代 妃 嬪 世孫嬪 備考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1627（仁祖5年） 40丹 濟州10丹 함경도10단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1638（仁祖16年） 68丹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1651（孝宗2年） 48丹 함경도 수집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1671（累頁宗12年） 48丹

肅宗仁顯后嘉禮都監都廳儀軌 1681（肅宗7年） 20丹

肅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1696（肅宗22年） 48丹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1702（肅宗28年） 20丹

景宗宜懿后嘉禮都監儀軌 1718（肅宗44年） 48丹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1744（英祖20年） 48丹

國婚定禮 1749（英祖25年） 10丹 10丹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1759（英祖35年） 10丹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1762（英祖38年） 5丹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1802（純祖2年） 10丹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1819（糸屯祖19年） 10丹

憲定孝定后嘉禮都監儀軌 1844（憲宗10年） 1。丹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1866（高宗3年） 10丹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1882（高宗19年） 10丹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1906（光武10年） 10丹 皇太子妃

는 소실되어 알 수 없으므로 이후부터 검토한다. 照顯世子 嘉禮時에는 濟州와 咸鏡道에서 모 

두 40丹을 進上했으며 孝宗 2年에 거행된 明聖后 嘉禮時의 物目單子에 髻髮 48丹을 咸鏡道에 

서 수집 進上하고 있다. 이후 7年後인 孝宗 9年에도 "宮中高髯四方一尺"" 이라 한다. 여기서 

'四方一尺'에서 1尺을 약 30 cm로 추리해 보면 高髻의 형태가 현재의 챙이 넓은 모자와 비슷 

하게 된다. 자기 머리에서 바깥둘레의 늘겁이가- 약 30 cm 가량 되는 것이다. 즉 30 cm의 챙이 

달린 모자의 형태인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조선조 풍속화를 참고하였다. 그 

러나 宮中 혹은 士家에서 사용한 高髻의 모습이 나타난 유물이나 회화 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妓女의 高髻를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를 풍속화와 비교하여 보니 

四方一尺이라는 표현과 妓女의 高髻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宮中, 士家, 妓女의 머리형 

태도 이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嘉禮時에 사용한 髯髮量은『국혼정려】』편찬 이후 비빈 모두 10단으로 줄였다 이 전에는 20 
단, 48단, 68단이었으니 어느 정도의 琶髮을 이용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정례 편찬의 

의도가 분명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孝宗實錄』卷20,孝宗9年 戊戌10月，宮中高髻四方一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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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成宗 13年（1482年）부터 시작된 高髻가 正祖 20年（1796年）까지 약 300年間에 걸 

친 女子들의 高髻가 英 • 正祖代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高髻論議가 사라진 것은 禁令에 의 

한 것이라기 보다 實利性을 찾아 국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국민적 

자각은 사회배경 측면에서 보면 實學的 思考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여져진다.

m. 風俗畫에 나타난 高髻

朝鮮朝 社會문제화되었던 高髻의 형태나 높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實物이 없으므로 

朝鮮朝에 그려진 風俗畫에 나타난 高鬢형태로 추측해 본다.

風俗畫에 나타난 頭飾의 형태는 모두 妓女의 머리 형태인데 士族婦女의 頭飾형태가 그려진 

風俗畫는 찾을 수가 없다. 이는 士族婦女子가 규중에 묻혀 있어서 회화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 

문일 것이다.

'宮中高髻四方一尺'이라는 기록과 비교해 볼 때 妓女의 머리크기도 이와 필적할 만하다. 또 

한 英 • 正祖代에 士大夫들이 규중의 婦女子에게 妓女의 옷차림을 하도록 권하여 이를 따랐으 

니聪 頭飾도 衣服과 함께 妓女의 모습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英 • 正年間에 士族婦女頭飾 

도 妓女의 首飾과 비슷하였으리라 여겨진다.

朝鮮後期의 風俗畫家인 蕙園 申潤福（1758〜?）은 관념적이고 독선적인 儒敎觀에 대항하여 

현실적인 인간생활을 주제로 삼아 선정적인 女人 모습의 작품이 많고 庶民社會의 생활단면을 

생생하게 보여 주면서 婦女子의 높은 加髯을 아주 잘 묘사해 두고 있다. （그림 1~10）
蕙園 뿐만 아니라 檀園 金弘道（1745〜?）의「큰 머리女人」과「男女」에서 높은 加髭을 한 妓 

女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朝鮮後期의 四方一尺이라는 기록을 실감나게 하는 加髯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12）
人物畫家인 金得臣（1754〜1822）의「破寂」에 나타난 老婦女의 頭飾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림 1〉蕙園〈美人〉 〈그림 2〉蕙園〈蓮塘女人〉

49）李德懋，『淸莊館全書』卷36, 士小節，第6婦儀一，服飾，時世之服上衣太短窄下裳太裳博服妖也.今則不然 

試着新衣窄袖甚難一屈肘而縫綻甚之纔着逾時臂氣不周脹大難脫剑袖而求之何其妖也大牴壯飾衣裝號 

爲時樣皆出娼妓狐媚世俗男子況溺不悟勤其妻妾使之做效轉相傳習嗚呼試禮不修而閨人妓裝凡百婦人 

其宣亟改

-24 -



〈그림 3> 蕙園〈두 여인〉

〈그림 5> 蕙園〈봄나들이〉 〈그림6> 蕙園〈뱃놀이〉

蕙園, 檀園이 그린 妓女의 加髯 모습과는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그림만 보더 

라도 老婦人의 髯이지만 적은 量은 아닌 듯하므로 이 당시 庶民의 加髯가 어느 정도인지 짐

〈그림 7> 慧園〈蓮塘野遊〉 〈그림 8> 慧園〈劍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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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蕙園〈물 놀이터〉

작할 수가 있다. （그림 13）
「妓女」에서는 높은 加髯을 한 女人과 다리를 드리 우고 있는 女人을 묘사했는데 이 당시 妓

〈그림 14〉劉運紅〈妓女〉〈그림 13> 金得臣〈破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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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들의 다리의 量은 매우 많고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4） 이 당시 妓女에게는 士族婦 

女가 하는 娘子머리 대신 本髮로만 머리를 올리고 加里T를 쓰게 해서 신분구별을 했는데 風 

俗畫에 가르마를 쓴 女人이 나타나긴 하지만 가르마 형태가 많지 않은 걸로 보아 加里亍보다 

高髻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高髻는 어디까지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과장된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때의 加髯로 인한 高髻의 사치가 얼마나 유행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조선조 성종 12년에 처음으로 고계가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하여 영정조 대에 加髯에 관한 

논의가 빈번하다가 실학의 전성기인 순조 대에 와서야 비로소 후계가 국속화됨으로서 加髯금 

지의 실현을 보았다. 또한 朝鮮朝에 대두된 加髭에 관한 論議와 禁止는 宮中이나 一般 士大夫 

層에서 頭飾에 대한 사치가 극심하므로 이 폐단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었다• 따라서 

조선조 加髯금지에 관한 논의는 貴賤區別에 그 目的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奢侈性을 제거하려 

는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儉素하다는 것, 奢侈를 제 거하려는 것은 많은 實學思 

想家들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奢侈를 피하여 加髯을 사용하지 말고 本髮로만 머 리 

를 가다듬자는 검소한 면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加髯禁止에 관한 實行과 效果는 實學的 

思考와 깊은 關聯이 있다고 할 것이며 더불어 中國의 머리형을 본받지 말자는 民族意識의 숨 

은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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