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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여성 헤어스타일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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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of Women’s Hairstyles after Renaissance to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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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tract : In the Middle Ages it was customary to cover up the hair, but the Renaissance brought uncovered coiffures
with the revival of humanism. In those days, silk and linen veil, ribbon, string of pearl used for covering, wrapping round
with the hair. During the Baroque period, the style of hair was to pursue the beauty of imbalance in form, reflecting the
atmosphere of the time. Hurluberlu and Fontanges hairstyles were in fashion. Then in the Rococo period, huge, resplen-
dent coiffures of exquisite beauty were invented as a symbol of power, and these modes of hairdo were a dominant force
in the culture of personal adornment of that time. Pouf and enfant hairstyles were in fashion. As a reaction against the
extravagance of the proceding modes,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brought revival of simpler hairstyles of ancient
Greece and Rome by the influence of neoclassicism. The latter half of the 1820's onwards saw he reappearance of volu-
minous coiffures as well as an enormous variation of knots with combinations of false knots and chignons. Late 19th
through early 20th centuries was the period of beautifully waved hair, the style of which was an integration of Marcel
waves and Art Nouveau. The 20th century saw the epoch-making invention of permanent waves using electricity. Con-
currently, with an increas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al affairs since pre-and post-World War I periods, as well as
with Art Deco in full flourish, bobbed hair was created in pursuit of lightness and nimbleness, quickly showing the change
of women's modes of life. Hair fashions thoroughly embody the aesthetic sense of each period, reflecting the landscape
of contempora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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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세 유럽은 엄격한 크리스트교하에 종교적인 규제가 강하

고, 여성의 복장도 몸을 덮어 가리는 형태의 디자인이 주였다.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그 범주에 속하여 머리를 덮어 가리는 후

드(hood)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Renée, 1982). 

13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해 크레스핀(crespine)이라는 동양의

네트가 도입되었다(Blanche, 1965). 이어서 14세기 초에는 에스

코피온(escoffion)이라는 두부 양측의 머리를 각형(角型)으로 정

리하고 후드로 덮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Marybelle, 1979).

이것은 본인의 모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위모(僞毛)를 충전물

로 이용하거나, 때로는 마(麻)를 대용했다. 천으로 덮은 각형의

머리는 그 유행의 모습이 조롱되어, 15세기에는 풍자작가의 비

판과 교회의 엄한 질책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

히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그후 한층 독특한 에냉(hennin)이 유행하였다. 이것도 각이

하나 있고, 때로는 3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었는데, 두꺼운 종

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천을 베일 형태로 늘어뜨린

형태였다(Colin, 1992). 에냉도 기발한 치장을 비판하는 성직자

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이윽고 베일로 덮

는 굴뚝형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15세기는 초기 르네상스기로 미술과 문학의 부흥과 더불어,

여성의 복식과 헤어스타일도 그 영향을 받아 세련되어졌다. 이

제까지의 종교적인 속박에 의해 신체, 얼굴, 머리를 덮어 가리

는 관습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름다운 머리를 드러내는 헤어스

타일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이탈리아로부터의 유

행은 프랑스, 영국 등 전 유럽에 전해졌다. 이처럼 르네상스기

의 전반은 중세의 영향이 아직 남아, 노출을 삼가는 문화도 존

재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기의 후반에는 17세기 바로크기를

예감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18~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변천을 거듭해왔다. 현대 여성들

에게도 헤어스타일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패션과 더불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대상으로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각 시대별로 주류가 되는 여성

의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인간의 창의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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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했던 르네상스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여성 헤어

스타일의 변천을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 16세기 르네상스기 여성의 헤어스타일

2.1. 금발의 유행

15세기의 이탈리아에서는 본래의 아름다운 흑발을 금발로 염

색하는 것이 유행하여, 많은 귀족들이 염색을 하였다. 그 방법

은 자택의 지붕없는 테라스에서 염발료(染髮料)를 바르고, 수

시간 태양광선을 받는 것이었다. 당시는 크라운이 없는 소라노

라고 부르는 큰 테의 모자를 쓰고, 그 외측에 머리를 늘어뜨려

건조시켰다(Fig. 1). 

이러한 내용은 체자레 베체리오의『고금의 복장』에소개된

것으로, 머리염색의 순서를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津田, 2005).

당시의 베네치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던「피라 도로(金

絲)」로불리우는 색의 조합법은 명반, 블랙 설퍼, 벌꿀을 물과

함께 증류한 것이었다. 

이 습관도 이탈리아로부터 프랑스와 영국으로 파급되어 갔

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1세여왕(재위 1553~1603) 자신의 모

발색이 영향을 미쳐 금발이 대유행을 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여왕의 색」을 추구하였다. 엘리자베스여왕은 패션에 흥미가

많아, 수백개의 서로 다른 색의 가발을 소유하였다(Fig. 4). 당

시 가발은 컬을 하여 보석으로 장식하였다(Renée, 1982). 셰익

스피어를 비롯한 당시의 작가들은 이를 시가로 읊었다. 

프랑스에서는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1553~1615)가 패션 리

더가 되어, 금발의 가발제작을 위하여 금발의 백성을 고용하였

다. 왕비 카트리느 드 메디치도 머리에 상당히 비용을 들였다.

또한 금발로 보이기 위한 발분(髮粉)도 등장하였다.

16세기의 전반에는 머리를 중앙에서 나누고, 측면의 머리는

뺨 정도의 길이로 잘라 컬을 하였다. 후두부는 땋거나 묶고, 리

본을 얽어 시뇽(cinion)을 만드는 일이 많았다(Fig. 3). 또, 금

발을 길게 늘어뜨리던가, 후두부에서 묶어 벨벳으로 두르기도

하였다. 또한, 진주장식을 머리에 더하거나, 이마에 페로니에르

(ferronnire)라고 부르는 금자수의 체인장식을 하였다(Marybelle,

1979). 이탈리아에서는 얇은 실크나 린넨의 베일(benda), 리본

장식(coazzone), 진주끈장식(frenello), 실크나 금사의 망(reta)을

이용하여 머리를 땋거나 시뇽으로 묶은 헤어스타일(Fig. 2)이

유행하였다(Jacqueline, 1981). 

16세기 후반에는 머리를 묶어 올리고 충전물의 사용에 의해

서 머리의 앞쪽을 부풀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머리볼

륨이 적은 여성들을 즐겁게 했다. 

2.2. 가발과 빗, 장식

머리를 빗어 올리게 되면, 모발의 볼륨도 필요하게 되어 마

모(馬毛)로 만든 가발이 이용되었다. 이것도 이탈리아로부터 프

랑스, 영국으로 전해졌는데, 그 가치는 점점 높아져 금발의 가

발이 프랑스에서는 약 1000프랑까지 올라갔다. 영국에서는 엘

리자베스여왕이 80점이나 되는 가발의 대 컬렉션을 가지고 있

었다고 한다(津田, 2005). 

16세기의 헤어 손질용의 빗에 관해서는 회양목, 은, 각제(角

製)가 보이고, 나무에는 상아상감, 기목(寄木)세공, 투조 등으로

디자인 되었다. 그중에는 빗의 중앙부의 덮개에 거울이 내장되

어 있는 것도 있었고, 이니셜, 격언, 포도수확, 인도풍 양식의

동물, 문장 등 다양한 테마의 문양으로 장식이 풍부하였다. 보

석상자와 같은 호화로운 상자에 담긴 것도 많았다. 또한 금, 은,

유리, 보석, 진주를 붙인 헤어 핀과 금자수의 띠, 벨벳의 리본

Fig. 1. 16세기 이탈리아에서의 머리염색 모습. ヘアモ-ドの時代,

p.7.

Fig. 2. 15-16세기 이탈리아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7.

Fig. 3. 15세기 말의 헤어스타

일, ヘアモ-ドの時代, p.7.

Fig. 4. 엘리자베스여왕의 헤어

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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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머리장식으로서 사용되었다. 특히, 르네상스기는「펄 에

이지(pearl age)」라고불리울 정도로 진주가 복식 전반에 빈번

히 사용되었다. 

3. 17세기 바로크기 여성의 헤어스타일

17세기의 바로크(Baroque)양식의 명칭이「일그러진 진주」

에서 유래한 것처럼, 17세기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신앙상의

속박과 옛 습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조형적인 불균형이라고도 할

것이 기호되었다. 절대왕정을 확립한 루이13세, 14세 시대의 프

랑스는 산업혁명에 의해 경제력이 안정된 영국과 길항하면서,

모드의 지도자적 존재가 되어갔다. 

헤어스타일에 관해서는 1620년대 전후로부터, 이탈리아풍의

높은 머리가 점차 사라지고, 얼굴 양측의 머리를 컬한 낮은 스

타일이 주류가 되었다. 루이14세 시대(1638~1715)에는 이마 부

분에 작은 컬이 더해졌다. 이어서「유르류베류(hurluberlu)」라

는 헤어스타일(Fig. 5)이 고안되었는데(Marybelle, 1979), 이것

은 양측의 머리를 좌우 불균형하게 자르고 컬하여 상부로 모으

고, 두가닥의 컬을 어깨에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으로, 바로크풍

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왕의 애인인 퐁탕주(Fontange)부인이 고안한 헤어스

타일(Fig. 6)이 화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퐁탕주부인이 수렵연

회에서 머리가 흐트러지자 양말대님으로 그 자리에서 묶어 올

린 모습이었다. 이것을 왕이 대단히 마음에 들어하자, 궁정여성

들이 모두 따라서 흉내를 냈다고 한다. 당시는 리본 등으로 두

세개의 컬을 고정하는 정도였는데, 그때까지의 폭 넓은 헤어스

타일에 반하여 점점 상부로 높이 솟아오르는 형으로 발전해갔

다. 그러자, 당연히 본인의 모발만으로는 부족하여, 철사 등의

골조를 이용하고, 많은 컬을 한 부분가발을 조합하여 묶어 올

리고, 발분을 뿌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와 레이스에 풀을

먹여 고정시킨 부채모양의 파넬을 정수리에 붙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은「아 라 퐁탕주(la Fontanges)」, 레이스의

머리장식은「보네 아 라 퐁탕주(bonnet la Fontanges)」라고

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궁정

여성, 부유한 시민층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진주의 띠와

꽃이 머리장식으로서 사용되었다. 복식과의 관련은 서양배형의

진주의 피어스, 네클레스가 유행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금발

의 반동으로 흑색으로 염색하였다.

이 시대까지 상류부인은 시녀에게 머리를 정리하게 하였는

데, 남성 이발사인 장 파뉴가 마리 왕녀의 미용사가 되고,

1673년에 파리에 가발사, 이발사조합이 결성된 것을 계기로 헤

어의 전문직인이 지위를 확립해갔다(津田, 2005). 

4. 18세기 로코코기 여성의 헤어스타일 

 

4.1. 거대한 헤어스타일

프랑스가 유럽을 석권한 로코코 시대에는 헤어스타일을 비

롯한 여성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로코코양식이 침투해갔다.

그중에서도 헤어스타일에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헤

어스타일이 유행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예를 들면, 루이

15세가 총애한 퐁파두르(Pompadour)부인은 궁정에서 세력을 발

휘하고, 100종에 이르는 헤어스타일을 구분하였고, 때로는 발

분을 사용하는 등 우아한 헤어스타일을 낳았다. 이러한 헤어스

타일은 컬한 머리에 의장과 같은 꽃장식을 꽂는 조화미를 추구

한 헤어스타일이었다.

마리 앙트와네트(Marie Antoinette)가 프랑스의 태자비로 맞

아들여질 즈음이 되자, 헤어스타일은 거대해지기 시작했다(Fig.

7). 거대화된 기발한 헤어스타일은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풍자

의 대상으로, 악취미로 평가되어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

다. 그러나 유행에 민감한 태자비에 의해, 그 기발한 헤어스타

일이 궁정에 받아들여지자, 로코코를 대표하는 거대한 머리의

경연시대를 맞게 된다. 

헤어스타일의 거대화의 배경에는 복장도 관련이 있었다. 당

시는 파니에(panier)의 절정기로, 드레스의 장식도 거즈의 주름

장식, 리본, 꽃장식이 화려해졌다. 그 때문에 드레스와의 밸런

스를 잡는 의미에서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거대한 헤어스타일은 쿠션을 토대로 사용하였고, 지모(地毛)

Fig. 5. 유르류베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13.

Fig. 6. 퐁탕주 헤어스타일, ヘア

モ-ドの時代, p.14.

Fig. 7. 마리 앙트와네트의 헤

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

代, p.13.

Fig. 8. 전함장식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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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한 경우는 거기에 덧붙이는 머리를 더하여 형태를 만들

어갔다. 여기에 포마드 등을 발라 컬하고, 발분을 뿌리고, 그

위에 리본과 깃털로 장식한 보닛(bonnet)을 얹었다. 그중에는

턱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가 130 c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에는 사랑받고 싶은 기분, 영국의 정원, 사랑

의 계곡, 수렵견, 내성적인 마음, 전함(Fig. 8), 푸프, 에리슨 등

의 명칭도 있었다. 그중, 푸프(pouf)는 거즈의 토대를 사용하고,

머리를 땋아 높은 산처럼 솟게 한 것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편

찬위원회, 1997). 이 헤어스타일은 과일, 꽃, 새의 헝겊인형, 인

형, 그 외의 많은 물건을 붙일 수가 있었고, 붙이는 사람의 취

미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 에리슨(쥐의 일종)은 머리털 끝을

컬하여 후두부에 단을 지어 늘어놓고, 전두부의 머리묶음은 큰

핀으로 대단히 높고 두께를 갖도록 정리한 헤어스타일이다. 

헤어스타일의 제재가 된 것은 사건, 당시의 위인, 인기 동물,

극, 노래, 전쟁, 인기 관광장소와 그 외 일상의 자잘한 것이었

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4~6시간이

걸렸고, 1주일 밖에 지니지 못하는 머리도 있었지만, 3주간이

나 유지시키는 여성도 있었다. 그러나 3주간 같은 형태를 유지

하자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다. 가려움으로 인해 공공장소

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긁는 막대로, 자택에서 몰래 머리를 긁

는 정도의 손질밖에는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머릿이가 발생하

는 일도 있었다.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되자, 여성들은 자연히 서서 춤을 출

수가 없게 되었고, 마차로 외출시에는 무릎을 꿇었고, 극장의

박스석에서도 쭈구리지 않고는 입장할 수가 없었고, 일반 관람

석에는 아예 입장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거대 헤어스타일은 프랑스의 『갤러리 드 라 모드』

(1778~87), 영국의『레디스 매거진』(1770~1837)등의 모드지

에도 소개되었는데, 특히 풍자화와 풍자시, 풍자문 등의 출판물

에 좋은 제재가 되었다.

또, 머리장식도 에스컬레이트하여, 우의적인 장식, 꽃, 새, 보

석, 양치기 남녀, 컬한 머리(髮)를 먹는 양의 인형 등, 다양한

궁리가 모아졌다. 그리고 높이 솟은 머리에는 모자와 보닛 외

에 외출용의 주름잡힌 천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쓰개에도 다양

한 이름이 붙었다. 보닛에는 시골풍, 추수하는 사람, 종, 모자

에는 플로라, 연인이 만나는 장소, 자는 사람의 인형, 코르시카,

키스, 터키 황제비, 페르시아 여성, 터키 여성, 미네르바, 기사

의 처 등, 한이 없었다(津田, 2005).

4.2. 발분의 남용

여성의 발분사용에 관해서는 르네상스기의 금발의 유행과 관

련되는데, 바로크기에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로코코의 거대 구

조물의 헤어스타일에는 발분이 필수 아이템으로서 남용되었다.

발분의 소재는 밀가루를 중심으로, 백토, 전분, 소석고(燒石

膏) 등이 있었고, 백색 이외에 회색, 흑색, 금색, 갈색, 핑크,

적색, 청색, 자색 등의 다양한 색과 향기를 지닌 것이 있었다.

발분을 뿌릴 때에는 얼굴에 닿지않도록, 메가폰 모양의 통 등

으로 얼굴을 가리고, 분무기로 머리에 흩뿌렸다(Fig. 9). 

발분의 효용으로는 염색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색에 변화를

주어 헤어스타일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고, 머리의 볼륨을 풍성

히 보이게 하고, 연령과 머리의 오염을 감추는 장점이 있었다.

그외에 다량의 덧붙이는 머리와 가발이 지모와 밸런스가 잡히

도록 해주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염색머리에 관해서는 기술이 적은데, 르 그로(Le

Gros)의 저서 중에『회색의 머리를 수정하는 법』이있었다. 그

에 의하면 백색과 회색의 머리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흰 포마드

에 소량의 아이보리 블랙의 분말을 넣은 것을 머리에 바르는

것이었다. 또 1770년대의 문헌에는『황색의 머리를 바꾸는

법』으로서 산앵도나무와 그 열매의 즙과 와인을 끓인 즙으로

머리를 염색하여 검게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었다(津田, 2005).

Fig. 9. 발분을 뿌리는 귀부인, ヘアモ-ドの時代, p.21.

Fig. 10. 마리 앙트와네트의 헤어스타일(아 랑팡), 1781년. ヘア

モ-ドの時代,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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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낮은 헤어스타일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제한없이 고안되었는데, 1781년 황태자

의 출산과 더불어 머리털이 줄어든 마리 앙트와네트는 이러한

거대한 머리를 만들 수 없게 되자, 짧은 머리의 「아 랑팡(어

린이풍)」(Fig. 10)의 헤어스타일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제까

지의 거대한 머리형은 점차 사라지고, 자연스럽고 엘레강트한

낮은 머리가 되어갔다.

그 즈음의 보닛의 명칭에는 앙리4세, 체리, 팡팡, 코란 마이

얄, 여성을 기린형 헤어스타일로부터 해방한 상징적인 명칭인

노예의 해방 등이 있었다.

1770년 전후로부터 약 10년간의 거대한 헤어스타일은 로코

코의 상징으로서 역사에 새겨진 채 사라져갔다. 그리고 영국의

전원스타일이 대두하였고, 마리 앙트와네트도 최신 유행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전환의 이면에는 왕실의 약체화와 왕

제에 대한 불만의 증가를 들 수 있다. 

4.4. 미용사의 등장

당시는 머리의 직인이라고 하면, 18세기 이전부터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가발사와 이발사, 18세기경부터 대두한 남성미용

사가 존재하였다. 로코코시대에는 헤어스타일이 거대한 구조물

이 되었으므로, 심미안과 재능을 겸비한 건축가에 의존할 필요

가 미용사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발사는 간

단히 그 지위를 양도하지 않았고, 새로운 미용사에 대한 소송

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 그 지위를

미용사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르 그로는 스스로를 「헤

어스타일의 예술가」로칭하고, 1765년에 헤어스타일집『프랑

스 부인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판화본』을미용사로서는 처음

저술하는 등, 루이 15세 시대를 대표하는 미용사였다. 16년간

의 풍부한 체험을 기술한 자료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대에도 계

승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부인들이 유행을 따르고

싶어하지만, 모든 헤어스타일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것은 아

니므로, 가장 아름다운 유행은 자신의 얼굴 분위기에 맞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궁정, 시민생활, 무도회를 위한 헤어스타

일의 그림, 머리 보호를 위한 해설, 300종에 이르는 소도구, 머

리장식, 정발료(整髮料), 염발료의 제작을 한 것이 서술되었다.

그 외에 어떠한 곤란이 있어도 최고의 상태로 온갖 장르의 헤

어스타일을 제공하고 싶고, 완전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서는 마음속으로도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

술하였다.

르 그로는 미용사로서는 희귀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대중

에게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파리의 견본시에 30체(體)

의 헤어스타일 인형을 진열하였다. 또한, 1765년 개교한 아카

데미에는 100체의 헤어스타일 인형을 전시했고, 아카데미에서

는 미용사, 하녀, 하인 등의 클래스를 지도했다. 또, 저서를 유

럽의 왕비, 상류층 여성에게 보내어 호평을 받았다고 스스로 기

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과시의 재능에도 뛰어났다.

요리인으로부터 미용사가 된 그는 퐁파두르부인, 듀바리부인

등의 미용사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1777년에 파리에는 600인

의 미용사가 활약했다고 하는데, 미용사의 지위향상에 공헌한

르 그로의 공적은 대단히 크다(津田, 2005). 

Fig. 11과 Fig. 12는 르 그로의『프랑스 부인의 헤어스타일

에 관한 판화본』에 수록된 1760년대의 헤어스타일이다.

5. 19세기 여성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5.1. 프랑스혁명과 다양한 시뇽의 시대

프랑스혁명에 의해 구체재가 붕괴하자, 나폴레옹이 두각을

나타내고, 유럽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은 널리 유럽으로 파급되어, 영국은 철도개설, 만국박람회

개최등 공업화의 추진역을 담당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수공예

분야를 중요시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생

활문화로서의 헤어스타일과 복식도 크게 변화해갔다.

로코코의 장식적인 거대한 머리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헤어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복식면에서도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영국 취미로의 지향이 현저해졌다. 이러한 중에 혁명을 경계로,

Fig. 11. 1760년대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25.

Fig. 12. 1760년대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25.

Fig. 13. 그리스풍의 헤어스타일,

1800년대, ヘアモ-ドの時代,

p.35.

Fig. 14.「아 라 지라프」의 헤

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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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귀족의 복식문화는 근저로부터 부정되었다. 그러나

혁명이 수습될 즈음, 화려한 복장으로 혁명을 풍자하려는 사람

들이 있었다. 이것은 혁명파의 간소한 복장에 저항하려 한 것

으로, 여성에게도 나타나 메르베이유즈(merveilleuses)라고 하였

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혹은 로마풍을 흉내내어 고대풍 드레

스를 착용하였다(丹野, 1980).

당시는 신고전주의 시대로, 고대 그리스·로마로의 회귀가

외쳐져, 헤어스타일, 복장에도 그 경향이 나타났다(Fig. 13). 그

것은 로코코의 중후, 중량감을 벗어난 경쾌한 머리형으로, 희생

자용, 제물풍 등, 혁명을 의식한 명칭이 붙여졌다. 일순이지만,

티투스풍의 헤어스타일도 행해졌고, 그 반동으로서 카슈 포리

라는 가발사용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목덜미 부근에 작은

시뇽을 묶고, 컬을 어깨에 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에는 간소한 드레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머리장식에는 왕관, 빗

을 장식하였고, 로코코 이전의 진주에 대신하여, 다이어몬드, 루

비 등의 보석을 박아넣은 것, 깃털장식, 작은 꽃, 헤어밴드 등

이 이용되었다. 이제까지의 복장중에 가장 얇은 옷의 시대라고

하는 하이웨이스트의 가슴이 열린 고대풍의 얇은 슈미즈 드레

스는 쇼울과 함께 착용되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타일이 되고,

호화로운 직물의 드레스가 만들어지게 되어, 나폴레옹시대의 궁

정복에까지 이르렀다. 

5.2. 미용사 크로와자와 시뇽의 재등장

1820년경부터 로맨틱주의의 영향으로 헤어스타일, 복장도 변

화해 갔다. 드레스의 웨이스트는 정상 위치로 돌아가고, 볼륨감

있는 스커트와 소매가 되었다.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전반에

는 다시 시뇽을 두상에 높게 묶는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되었다.

그 즈음에 활약한 프랑스의 미용사 크로와자(Croisat)는『헤어

스타일 입문』, 『여러나라의 헤어스타일 101종』 (Fig. 21),

『미용술의 이론』 등을 출판하고, 아카데미의 개교 등 헤어스

타일의 기술향상에 공헌하였다. 크로와자가 고안한 대표적인 헤

어스타일이「아 라 지라프(기린풍)」인데(Fig. 14~15), 프랑스

에서 기린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당

시 모드지의 지면은 기린의 바리에이션으로 채워졌다. 

당시의 머리장식은 큰 기린 빗이 그 이름 그대로인「아 라

지라프」로 시뇽을 받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 크로와자에

의하면 당시에는 여러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빗, 카메오, 옥, 산

호, 진주가 박힌 빗과 꽃장식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전반은 일대 붐을 일으

킨 기린풍의 반동으로부터, 또 복장의 간소화로부터 시뇽이 낮

아지고, 양측면에 컬을 늘어뜨리고, 후두부에 작게 땋은 머리로

정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머리장식도 작아졌다(Fig. 16).

18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에는 측면의 컬이 작아지

고, 후두부의 낮은 위치에 시뇽이 만들어지고, 목덜미에 컬을

더하였다. 당시의 크리놀린 스타일의 드레스는 단 장식을 덧붙

인 것이 많았는데, 단의 퍼짐은 아직 소극적이었다. 그 즈음은

유제니 황후가 스페인으로부터 시집온 것을 계기로 스페인 모

드가 유행하였고, 그것과 더불어 머리장식도 큰 스페인 빗이 유

행하였다. 

Fig. 15. 「아 라 지라프」의 헤어스타

일, ヘアモ-ドの時代, p.39.

Fig. 16. 좌: 1830년대 후반의 크로와자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 43.

Fig. 17. 우: 1850년대의 헤어스타일,

ヘアモ-ドの時代, p. 44.

Fig. 18. 1870년대의 버슬드레스. 華やぐ女たち,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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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50년대 후반부터 1860년대 전반은 부분 가발, 땋

은 머리 가발을 이용하여 후두부에 다양한 시뇽의 바리에이션

이 생겨났는데, 낮은 위치에 정리하는 머리인 것은 변함이 없

었다. 이 시기의 크리놀린 스타일은 스커트의 단 폭이 피크에

달하고, 게다가 뒤로 단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는 복장과

상호 영향을 미쳐, 밸런스가 좋은 헤어스타일이 형성되었다. 머

리장식으로서는 드레스에 사용한 것과 같은 꽃을 충분히 머리

에 장식하고(Fig. 17), 시뇽에 빗을 꽂는 형식이었다. 이 시기에

는 영국에서는 백화점이, 파리에서는 오트쿠튀르가 개점하여,

신흥 부유층의 소비의욕을 불러일으켰다.

1860년대 후반부터 1870년대 전반이 되자, 시뇽은 점차 높

이 묶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부분 가발, 땋은 머리가발, 시뇽

가발의 사용량이 별안간 늘어났다. 당시의 헤어스타일 전문지,

『르 모니튜르 드 라 코와퓨르(Le moniteur de la coiffure)』

를 보아도, 다양한 보조가발이 소개되었고, 다종다양한 가발에

의해 복잡한 시뇽이 많이 고안되어, 배면(背面)의 미가 추구되

어졌다(Fig. 19~20). 이것은 배면에 포인트를 둔 버슬(bustle)

스타일의 드레스(Fig. 18)와도 크게 관계하였다. 이처럼 헤어스

타일은 복식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하였다(Fig.

21).

헤어스타일에 볼륨이 생기자, 머리장식도 다양해지고, 꽃장

식, 화려한 장식의 헤어핀 등도 헤어스타일 전문지에 소개되었

다(津田, 2003).

이처럼 19세기는 일순의 단발에서 시작하여, 어지러울 정도

로 헤어스타일이 변화를 거친 세기였다. 그러나 미용사가 솜씨

를 발휘하는 장(場)이 적어지게 되었다고 크로와자가 서술한 것

처럼, 상류층도 일반시민도 18세기에 비하여 헤어스타일이 단

순화 되어갔고, 신분에 따른 격차가 감소되어 갔다. 그러나 헤

어스타일 전문지 등의 발행에 의해, 미용사의 새로운 스타일,

보조가발, 머리장식의 정보가 널리 전파되었고, 일반인이라도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헤어스타

일 문화의 보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문지는 머리에 관한 기사 이외에도 가장(假裝), 문학, 연극 등

의 정보도 싣고, 통합적인 생활문화를 즐기는 잡지로서, 당시

사람들의 욕구에 응답하였다. 모드지도 헤어 문화의 보급에 일

역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19세기는 헤어스타일의 시

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머리장식의 특징으로서는 1868년에 셀룰로이드가

개발되고, 10년 이내에 빗도 만들어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셀룰로이드는 성형과 염색이 용이하였고, 기존의 빗의 재료였

던 대모갑(玳瑁甲)과 상아 등을 모조하기 쉬운 소재였다.

19세기의 머리염색에 관해서는 1860년대에 『향수의 기술』

에 다색(茶色)으로 염색한 머리가 기술되었는데, 탄산칼리의 과

망간산염의 진한 액을 머리에 바르면 다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었다(津田, 2005).

6. 20세기 여성의 웨이브 헤어스타일

6.1. 마르셀 웨이브

1870년대에 프랑스인 마르셀(Marcel)은 모친의 출생시부터의

곱슬머리에 인두를 상하반대로 대자, 그 헤어스타일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정리된 것을 발견하였다. 마르셀은 당초, 이

기법은 타고난 곱슬머리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나, 직모의 고

객에게도 1개월 지속시키자 효과가 나타나, 효과적인 기술로

확신되었다.

1880년대에 고객인 여배우에게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주문을

받았을 때에, 마르셀은 종래의 장식핀과 부분가발을 쌓아올리

는 것이 아니고, 지모만을 독특한 기술로 웨이브시켰다. 이 머

리형은「모아레(파문)」, 「온듀라시옹(파동)」등으로 불리우다,

결국 마르셀 웨이브(Fig. 22)로 인지되었다. 그것이 대평판을 불

러 19세기 말, 마르셀은 시대의 총아가 되었는데, 아깝게도

1897년에 은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마르셀 웨이브는 20세기에

계승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아르누보양식이 화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에는 가늘게 휘

어진 드레스의 실루엣에 퐁파두르 풍의 작은 시뇽을 두상에 만

든 헤어스타일(Fig. 22)은 신시대의 감각을 훌륭히 표현한 것으

Fig. 19. 1870년대의 헤어스타일, ヘア

モ-ドの時代, p.43.

Fig. 20. 1870년대의 헤어스타일, 華や

ぐ女たち, p. 30.

Fig. 21. 크로와자에 의한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프로포션, 1841년. ヘアモ-ドの時代,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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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앞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때까지

의 거대한 충전모의 사용은 다소 진정되었고, 본래의 머리를 웨

이브 시키고, 역모(逆毛)를 세우고, 곱슬거리게하고, 컬, 꼰 머

리에 충전모와「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반가발을 이용하여

묶어올렸다. 정수리에는 깃털장식과 빗, 헤어 핀을 꽂아 시뇽을

고정시킴과 동시에 화려함을 연출하였다.

그 외에 주간에는 낮게 땋은 시뇽에 핀 등을 꽂고, 이브닝용

은 머리를 매어 리본,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리본, 왕관을 장식

할 때에는 머리를 부풀리고, 짧게 컬하였다.

런던의 여성용 신문『더 퀸』의 미용담당기자의 기사에

「현재의 헤어스타일은 다소 되는대로 보이는 스타일의 경향이

있다. 일견 무조작하게 보이는 머리가 사람 눈을 끌고, 무질서

하게 계산되어있지 않은 점이 새롭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행한

규칙적인 윤곽의 헤어스타일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라

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시대의 기호를 엿볼 수가 있다. 빗 종

류는 경쾌한 헤어스타일에 비레하여 작고 가벼운 것이 늘어났

고, 각제(角製)와 셀룰로이드제가 다수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머리색에 백색과 회색이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

금색 등으로 염색한 색이 바래어 희게 된 것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津田, 2005). 

6.2. 퍼머넌트 웨이브와 봅 헤어의 등장

1910년대가 되자 퐁파두르 스타일로부터 일보 전진하여, 지

모에 의한 머리형을 따른 헤어스타일로 정리되고, 웨이브 진 머

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핀과 빗이 꽂혀졌다. 

20세기의 획기적인 일로는, 1906년경에 영국에서 독일인 찰

즈 네슬레(Charles Nessler)가 전기에 의한 퍼머넌트 웨이브

(Fig. 23)를 고안한 것을 들 수 있다(이경희, 2001). 그는 유럽

에서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퍼머넌트 발명의 발표회를 실시했

는데, 그다지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메리카에 건너가 성공

을 거두었다. 퍼머넌트의 시술은 당초는 10시간 이상을 요하는

대사업이고, 비용도 고가였으므로 좀처럼 일반에게 보급되기 어

려웠다. 실제로 멋쟁이 일반시민에게 시도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였다. 성공을 거둔 네슬레는 그때까지 실적의 집대성이

라고도 할『모발 이야기』를 저술하고,「인간의 모발은 단순

한 장식과 부속물만이 아니고, 인류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 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만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또 하나 화제를 부른 것이 봅 헤어(Fig. 25)의 등장이다. 일

설에는 프랑스에 파견된 아메리카의 종군간호원이 푸들처럼 머

리를 짧게 잘라 컬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 프

랑스에서는 소설의 여주인공의 단발, 무릎길이 스커트가 한 때

붐이 된 가르손느(garonne)로 불리었다. 이러한 단발의 풍조

(Fig. 24)는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일어났고, 점차

여성의 머리, 복장은 간소하고 실용적인 것이 추구되어졌다. 

당시, 단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긴 머리를 아래쪽으로 넘겨 단발풍으로 하는 헤어스타일도 있

었다. 봅 헤어스타일을「보기 싫고 해방적인 봅」으로 표현하

는 사람도 있었으나, 「여성해방의 증거」로도 제창되었고, 자

유의 상징이 되었다.

1920년대가 되자, 프랑스에서는 대형 빗이 유행하였다. 그것

은 이브닝 드레스의 착용이 해금(解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Fig. 22. 마르셀 웨이브를 한 퐁파두르풍 헤

어스타일, 1890년경. ヘアモ-ドの時代,

p.49.

Fig. 23. 퍼머넌트 웨이브, ヘアモ-ド

の時代, p.57.

Fig. 24. 가르손느 스타일, ヘアモ-ドの

時代, p.56.

Fig. 25. 봅 헤어스타일의 여성(그림엽서), 1910년대. ヘアモ-ド

の時代,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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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형 빗을 아메리카풍으로 어레인지하고, 이미테이션 스톤

을 붙인 것은 아메리카 빗으로 불리었다. 

가발과의 관계와 혁명의 반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이제까지의 단발과는 달리, 20세기의 단발은 자유의 상징으로

서 탄생한 헤어스타일이었다. 또, 염색머리에 관해서도 이전처

럼 비밀리에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

대가 되었다. 

또, 복장면에서도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무릎길이 스커트

의 등장 등, 아르데코 양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시대를 전개해갔다(津田, 2005).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는 여성 헤

어스타일의 변천을 형태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1. 16세기 르네상스기의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중앙에서 나누

어 후두부로 모아 땋거나, 시뇽을 만드는 형태가 주였다. 또한

금발과 금발의 가발이 유행하였고, 헤어스타일에 관해서는 당

시의 시가에 표현되었다.

2. 17세기 바로크기의 주요한 헤어스타일에는「유르류베류」

와「아 라 퐁탕주」가 유행하였다. 

3. 18세기 로코코기의 헤어스타일은「푸프」등의 거대한 헤

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발분이 남용되었다. 반면, 18세기 말에

는「아 랑팡」 등의 자연스럽고 엘레강트한 낮은 머리가 등장

하였다. 또한, 18세기에는『갤러리 드 라 모드』, 『레디스 매

거진』 등의 패션잡지가 창간되어 헤어스타일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4. 19세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등장한 세기였는데, 시뇽

을 묶은「그리스풍」, 「아 라 지라프」등의 헤어스타일이 유

행하였다. 또한, 19세기에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서적이 다수 창

간되어,『헤어스타일 입문』,『여러 나라의 헤어스타일 101종』

『미용술의 이론』 등이 발간되었다. 

20세기 이전의 헤어스타일의 유행형태는 당시의 지배층 패

션 리더들의 헤어스타일이 하층으로 전해지는, 하향전파(trickle-

down)의 유행형태를 따르고 있다. 

5. 각 시기의 헤어스타일의 변천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정

도와도 관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적없

던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가 주였으나, 20세기 초, 제1

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가르손

느라고 하는 남성과 같은 단발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

어 20세기에는「마르셀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 「봅 헤

어」등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6. 헤어스타일은 복식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

해 왔다. 18세기 파니에의 절정기의 거대해진 드레스와 거대한

헤어스타일, 신고전주의 시대의 그리스풍 헤어스타일, 19세기

버슬이 유행하였을 때의 배면을 중시하는 헤어스타일, 20세기

의 짧아진 스커트 길이와 가르손느 헤어스타일 등, 복식과 헤

어스타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변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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