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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Hair Art about the Symbolism of the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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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usually try to accomodate ourselves to our nature surroundings interacting with nature. There fore I've
decided to apply nature materials, esp. the pine to Hair Art as a way of expressing our feelings from Nature. ‘Hair Art’
is a follow-up study based on the various artistic point of view. There has been various works of ‘Hair Art’ with nature
materials. However, it is rare to see a work of ‘Hair Art’ with the pine. That's why I've decided to study more about this.
This study is a new experiment in ‘Hair Art’ against a conventional idea “Hair Art values practicability.” Therefore,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do much for the cause of learning in ‘Hair Art’ and encourages some development of ‘Hair
Art' industry. I've researched an image of a pine tree in art of Joseon Dynasty and contemporary art. Then I've tried to
apply the image to a work of ‘Hair Art’. First of all, in a view of expression technique for the symbolism of the pine, the
artists in Joseon Dynasty drew pictures of a pine tree with a paintbrush but the modern artists make a new attempt from
the thought of Modernism. We can find it in some photos. Next, to express traditional oriental idea such as ‘uncon-
ventional and elegance’, comtemporary artists chose the symbolism of the pine tree as an object of their works like pen
and ink sketches from the thought of Modernism. Third, in a fusion style picture which contains features of both oriental
paintings and western paintings and in a sexualism style picture that depicts a harmony of a male and a female as a shape
of a pine, we can find colorful images of a pine tree and Their figurative beauty in art. Those are another symbols of the
pine.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 of the pine tree still hasn’t changed even there are differences of drawings of pine tree
in the past and the present. I've tried to combine these symbolic ideas of the pine with ‘Hair Art’ and made 5 hair styles.
Throughout the process of researching this topic which is ‘The Study of Hair Art Using The Symbolism of The Pine’,
I've realized that pine trees make it possible to express intrinsic tough spirit of human being and abundance in color and
figurative beauty in art. I hope this can contribute to the field of ‘Hair Art’ and would become an important educational
resource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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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과 함께 조화

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

감으로 자연에 대한 경이감과 향수를 소나무라는 대상물을 통

해 새로운 감정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창조적인 작품을 헤어

아트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예술의 관점에서 시작된 “헤어아트”에 대

한 후속연구이다. 2005년 미용문화 측면에서 조명한 헤어아트

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시도되었다. 

“헤어아트”에 대한 작품들의 표현과 제작은 다양화 하게 증

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헤어아트를 이론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해

서는 학문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

문적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선행연구 되었다. 최은숙(2007)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사조로 해석한 “헤어아트에 나타난 미니멀

리즘 연구”와 안문경(2007)의 “동선을 이용한 헤어아트 조형성

연구”, 박해경(2007)의 “깃털 장식을 이용한 헤어아트 연구”
등이 연구됨으로써 헤어아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에 있다. 

헤어아트는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매체이다. 일부 미

용 예술가들은 헤어에 대한 미의 표현방식을 전통적인 형식과

내용에서 탈피하여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독특한 표현양식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헤어아트로 발전시

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와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헤

어아트 연구는 다양하나, 소나무를 이용한 연구는 미흡하기에

회화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을 주제로 한 헤어아트를 기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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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헤어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기술적 시각의 반대관

점으로 헤어아트 작품을 창작실현 하고자 한다. 예술적 작품연

구를 통하여 나아가 미용예술 영역의 학문적 기반을 다져 차세

대 미용산업과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미용의 예술적 학문적 진보는 기능적 차원에 한

정되어왔던 손기술의 숙달을 뛰어넘어 창조적 디자인 발상으로

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용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대적 당위성을

획득한 이론을 통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점한 신흥

실용학문으로서 미용예술영역은 해당분야의 발전에 있어 고무

적인 성과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

되는 실정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회화와 현대회화에 나타난 소나무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나무에서 나타난 자유로운

곡선, 직선과 나선형들을 이용하여 헤어아트에 적용하고자 한

다. 이를위해 회화와 사진, 펜화,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퓨

전, 서양화인 섹슈얼리즘 등을 중심으로 연구분석하였다. 그러

므로 조선시대와 현대회화에서 표현되어온 소나무 상징성과 자

연물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이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전개하

기로 한다. 

작품제작의 주재료는 소나무와 자연물로서 이는 조선시대부

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 건축, 의상에 재료로 사용

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형작품들은 조선시대 회화, 현대회화,

건축, 의상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연물 중에서도 소나무 소

재는 표현이 자유로워서 헤어아트 조형에 있어 적합한 소재로

판단된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서는 조선시대회화와 현대회화에

나타난 소나무 상징성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분류

하였다. 선행연구는 조선시대까지는 문헌고찰과 작가별 작품세

계를 분석하였으며, 현대부분은 문헌고찰과 소나무가 주제이거나

소재로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소나

무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았다. 헤어아트를

조형작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소나무의 대표적인 상징성으

로 지조와 절개, 장수, 탈속과 풍류, 음양에 대한 상징성을 알

아본다. 

둘째, 소나무 상징성으로 표현된 회화에 나타나는 직선과 자

유로운 곡선들의 조형성을 알아본다. 

셋째, 조선시대 회화와 현대회화에 나타난 소나무 상징성을

토대로 하여 소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의 분석응용을 통해 헤어

조형작품에 표현 할 근거와 방법을 연구한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내, 대화, 굴레, 조화, 축제 총 5작

품을 제작하여 연구분석게재한다. 

1.3. 헤어아트의 정의

헤어미용은 우리인간의 신체 중 중요한 일부분에 사회적 시

대적 배경에 의해 창조되는 일상적 생활문화의 일환이다. 헤어

아트는 실용성에 인간의 미적이념을 투영하는 예술작품이며, 예

술의 개념과 헤어의 기능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이며

내부의 형상으로 표현되지 못하던 아이디어가 외부의 신체 일

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는 인간이 창조하는 유형의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최은숙, 2007). 이렇듯 헤어아트는 전

문화되고 종합적이며 많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독창성 있는 예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즉 아트(Art)는 사전적 의미로 기예

와 학술이며, 독일어의 Kunst로 의식적으로 미를 창조하는 활

동을 의미한다.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하여 미

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 문학, 음

악, 회화, 조각, 연극, 영화, 무용, 건축 따위를 의미하는 창조

적, 직관적으로 미적 이념을 표현하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현

상의 하나이며 광의로는 그 기술, 기교까지도 말한다(이희승,

1976). 이렇듯 예술의 영역은 확장되고 지속되고 있다. 예술의

확장은 미용에도 영향을 주어 ‘미용예술’ 즉 뷰티아트(Beauty

Art)라는 전문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실용헤어와 구분된 헤어아트에서도 나타나 아트적 시각으로 헤

어를 조명한다는 의미로 헤어아트(Hair Art) 즉 예술헤어가 탄

생되고 있는 것이다(최은숙, 2007). 

헤어아트의 선행된 연구사례를 보면 복식문화측면에서

“KAWA 1997년 Arts in Hats”가 있다. 이는 첫 번째 조명한

헤어아트의 첫 전시이고 미용문화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생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

었다. 그 첫 작품 발표회는 2005년 6월 서경대학교 문예홀에서

“初 새로운 시작”이라는 “헤어아트”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회

를 가지면서 미용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안문경, 2007). 또

한 헤어아트를 “미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헤어의 또 다른 영역”,

“평면적인 미술에 헤어의 조형성을 가미한 예술”, 즉 “미술머
리”, “예술머리”라 개념화한다(최은숙, 2007)라는 선행논문에

서 볼 수 있듯이 즉, 예술은 우주나 자연 또는 삶의 실재를 모

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창조해내는 것

을 헤어아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본 론 

2.1. 조선시대 회화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

지조와 절개 : 동양의 회화를 대표하는 산수화의 경우를 분

석해 보면, 산을 이루는 바위와 언덕, 나무들,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와 시냇물, 그리고 산위에 걸려있는 구름과 산수화 속의 점

경(點景)으로 표현되는 인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개별

적인 요소들은 각기 만물을 대표하는 상징체로서 사용되고 있

다(이상여, 2004). 이러한 가운데 수목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

한 경물의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소나무는 수목의 대표적이다.

동양회화에 나타난 소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은 지조

와 절개로 지조에 관련된 최초의 소나무 기록은 “논어”자한(子

罕)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뒤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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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오명숙, 2002). 이 글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야 비로소

한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글로 보

아 공자(孔子)가 활동하던 춘추시대에 이미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의 대표적인 상징체”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조

와 절개를 표현한 대표적 소나무 그림으로 조선시대 추사 김정

희의 세한도(Fig. 1)를 꼽을 수 있다.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조

선 말기를 풍미했던 김정희의 문인화 이념의 최고 정수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그림 자체는 단색조의 수묵과 마른 붓질의 필

획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재와 구도도 지극히 간략하게 다루

어졌다. 이와같이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화면은 직업 화가들

의 인위적인 기술과 허식적인 기교주의와는 반대되는 문인화의

특징으로 작가의 농축된 내면세계의 문기(文氣)와 서화일치(書

畵一致)의 극치를 보여준 그림이다. 이 그림은 겨울바람이 휩

쓸고 간 스산한 분위기 속에 두 그루의 소나무와 두 그루의

잣나무가 좌우에 서 있는 모습을 석묵여금(惜墨如金)하여 갈필

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의 소나무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서

가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수의 생태와 속성이

인간적으로 해석되어 지조나 절개의 상징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오주석, 1999). 세한도의 정조를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소나

무 그림으로 설송도를 들 수 있다. 이인상의 설송도(Fig. 3)를

보면 추운 겨울, 바위틈을 뚫고 우뚝 솟은 소나무는 밤새 내린

눈을 머금은 채 서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상은 고난을 이겨낸 꿋꿋한 선비와 같다고 한다. 그림에서 나

타난 소나무의 생태와 속성이 인간의 윤리적인 규범에 조응되

어 의인화 된 것이며 이 그림은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파악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주석, 1999). 

장수 : 장수의 의미가 부여되는 소나무는 도교에서 신선설의

불로장생사상은 제약된 현실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

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염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염원

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소나무가 장생의 상징물로 비유

된 사례로 시경, 소아(小雅)편, 천보의 시에서 볼 수 있다. 이

시에 “소나무 잣나무 무성하듯이 임의 자손 무성하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장생수로서의 속성

을 인간사에 조응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허균, 1991). 이렇듯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작가와 그림은 이인상의 노송도와 수

석도, 강세황의 송석도, 정선의 노송영지도(Fig. 5), 작가미상의

십장생도(Fig. 6)와 학수송병도(Fig. 8) 등을 들 수 있다.

18세기 이인상의 수석도(Fig. 7)의 경우 “송석도”와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송석도의 양식과 세한도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어 두 양식의 혼재를 나타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석도는

바위 위나 주변 소나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괴

석과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정선의 노송영지도는 십장생도 계동의 축수를 위한 노송도

이나, 소나무는 용트림하는 가지가 화면 가득히 차지하고 있고,

소나무 잎의 표현도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어, 늙은 소나무가 쇠

잔한 이미지보다는 장수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박희선, 2005). 소나무 아래 쪽에는 분홍색을 띄는 영지를 그

려 넣어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강조한 듯하나, 노송영지도에

보이는 소나무는 겸재가 즐겨 쓰는 굴간법에 자송 점으로 솔잎

을 나타내는 먹새의 농담과 담청의 훈임으로 울창한 느낌을 준

다(오명숙, 2002). 이와같이 노송도, 송석도, 노송영지도, 십장

생도 학수송병도등에서는 장수를 뜻하는 아주 자연스런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운 선의 묘미가 함께하고 있다. 

탈속과 풍류 : 조선후기의 화가 김수철의 송계한담도(Fig. 9)

나 이인상의 송하관폭도(Fig. 10), 고사한담도(Fig. 11), 이인문

의 송하담소도(Fig. 12), 진재해의 월하취적도(Fig. 13), 이재관

의 송하처사도(Fig. 14) 등은 소위 소경산수화류의 소나무 그림

은 탈속과 풍류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수철의 송계한담도를 보면 신선한 솔바람이 일고 있는 듯

청명한 공간 속에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섯 명의 선비가 한

가로이 담화를 나누고 있다(오명숙, 2002). 이 그림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상징화, 인격화되지 않은 자연의 일부로 탈속의 상징

물이라는 관점에서 그려진 소나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매우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음양 : 소나무 그림을 보면 쌍송(雙松)의 표현이 많다. 쌍송

Table 1. 조선시대 회화의 지조와 절개, 장수, 탈속과 풍류, 음양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
                  

Fig. 1. 김정희
  (세한도).

Fig. 2. 헤세
   (세한삼우도).

Fig. 3. 이인상
   (설송도).

Fig. 4. 이인상
    (겸손도).

Fig. 5. 정선
    (노송영지도).

Fig. 6. 작가미상
    (십장생도).

Fig. 7. 이인상
    (수석도).

Fig. 8. 작자미상
    (학수송병도).

                

Fig. 9. 김수철
   (송계한담도).

Fig. 10. 이인상
   (송하관폭도). 

Fig. 11. 이인상
   (고사한담도). 

Fig. 12. 이인문
   (송하담소도).

Fig. 13. 진재해
   (월하취적도).

Fig. 14. 이재관
   (송하처사도).

Fig. 15. 안견
   (소상팔경도).

Fig. 16. 정송영
   (쌍송도).

출처: 이상여(2004), 박재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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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에는 음양의 조화라는 상징이 숨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렇듯이 두 그루의 소나무를 배치한 그림은 조선 시대 안

견의 소상팔경도(Fig. 15), 정송영의 쌍송도(Fig. 16) 등의 산수

화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소상팔경도는 여덟 폭의 산수화로 동양적 수리관과 우주관

이 작용하고 있다. 소상팔경도는 우주적인 넓이와 깊이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고요와 적막감이

배여 있다. 동양의 수치는 단순히 자연수를 셈하는 단위가 아

니라 삼라만상의 대응과 조화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즉, 홀수와 짝수는 음양관(陰陽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양(陽)인 하늘(天)과 음(陰)인 땅(地)에 대응하는

수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쌍송의 표현인 경우에는 음양

의 조화라는 상징이 숨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2. 현대회화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

모더니즘 : 모더니즘이란 기계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

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묘사

하고 창조해내는 것이야말로 모더니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렇듯 소나무라는 한국인의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으

로 하는 정신적 표상물을 삶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적 표상물로

까지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진에 표현된 소나무에서 한국

성과 결부된 또 다른 어떤 보편적 담론을 이끌어낸다면 아마도

거기엔 우리 민족의 원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질고 질긴

연(緣)과 정한(情恨)이 자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모더니즘을 펜

화로 표현한 김영택의 작품을 보면, 펜화에서 느끼는 삼합의 맛

은 바위와 물, 소나무를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풍류지만 같이 모이면 한국 사람들이 회귀하고 싶어

하는 원형 풍류를 완성한다. 특히 펜화는 사진이 지니는 사실

감을 지니면서도 사진이 놓칠 수 있는 그 어떤 육중한 기운을

함께 머금고 있어 더욱 맛이 난다(www.buddhapia.com)고 한다.

모더니즘을 나타낸 소나무사진작가로 배병우, 펜화작가 김영택

으로 사진과 그림은 Table 2와 같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만남인 퓨전 : 늙어도 우리는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화에 나

타난 소나무이미지는 수십 년 사이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뒤 바꿔놓았다. 물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우

리 사회에 등장해 급격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오래 전부터 서

서히 흘러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화에서도 동양

화와 서양화의 접목으로 소나무와 인간의 만남인 퓨전이 진행

되었다. 그 작가로는 멋있는 노송 그리는 김경인 이다. 그림은

Table 2. 배병우의 사진과 김영택의 펜화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 
      

1995제주 바람 경주 눈 경주(1992) 안개
      

백양사, 쌍계루

범종각 소나무
양산 통도사, 자장암 양산 극락암 양산 통도사, 일승교 해남 달마산, 미황사 여주 신륵사

출처: 배병우사진전(2007), 김영택(2007)

Table 3. 김경인의 퓨전과 김영근의 섹슈얼리즘 소나무 상징성
    

     

몰운태 노송
도문리

노송(1995년)
千壽천수(1993년) 독무(1993년)

외속리

소낭구(1998년)
춤사위 0402(2004)

      

누드 소나무 에로스 1 누드 소나무들 에로스 A 누드 소나무 영원한 내사랑

출처: 이상여(2004), 김영근 개인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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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과 같다. 

서양화인 섹슈얼리즘 : 섹슈얼리티는 일종의 성의 의미와 에

로티시즘의 의미 중에서 인간본성의 성에 관한 성질, 감정, 사

상, 행동 등과 관련된 인간의 성생활을 포함하거나 성적 정체

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다. 자신(성)에 대한 의식과 관련되기고 하고, 성적인 중

요성을 갖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삶의 측면들에 적용되기도

한다. 즉 섹슈얼리티 작품은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의미들 그리

고 사회적 관행들이며, 성적 행위 혹은 사회적 관행들, 성의 경

향성 혹은 성의 정체성, 성적욕망, 성적관계 혹은 성의 정치성

등을 포함한 미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섹슈얼리즘을 표현한 서

양화의 소나무 작가와 그림은 Table 3과 같다.

3. 작품제작

작품제작은 소나무를 관찰하여 소나무의 사실적 모습을 자

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담아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를 정신적

풍요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나무의 재현과 조형적 표현은 대

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다시 재창조하

는 표현이다. 헤어미용분야에서 헤어아트와 관련된 새로운 장

르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나무를 모티브로 한 헤어작품

을 소나무와 솔잎 솔방울과 체, 항아리, 실 등 자연물을 사용

하여 “헤어아트”로 명명 할 수 있는 본인의 조형작업을 통해

연구 분석 제작하여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4. 결 론

사람은 자연과 호흡하고 이야기하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

면서 조화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면

서 얻어지는 감동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본 연구는 다

양한 예술의 관점에서 시작된 “헤어아트”에 대한 후속연구로

2005년 미용문화 측면에서 조명한 헤어아트에 대한 학문적 연

구의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이미지와 자

연물을 소재로 하는 헤어아트 연구는 다양하나, 소나무를 이용

한 연구는 미흡하기에 “소나무 상징성”에 대한 헤어아트연구

를 기획했다. “헤어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기술적 시각의 반

대관점으로 헤어아트를 창작하는 예술적 작품연구를 하였다. 나

아가 학문적 기반을 다져 차세대 미용 산업과 교육이 추구해야

Table 4. 작품 1(인내) 
    

제목: 인내, 개념: 지조와 절개
  

디자인의도: 인간의 삶 속에는 다양한 번민과 고뇌가 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항상 한줄기 희망과 함께 지조와 절개를 아르누보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응용하여 헤어아트에 접목하고자 함.

색 : brown, green, yellow

모티브: 배병우. 경주 소재: 소나무, 솔잎
① 중간크기의 소나무부터 가슴선 부터 하나씩 고정시킨다.
② 목선을 지나 두상으로 올라가면서 붙인다.
③ 두상부분은 사선과 원형의 구조에 의해 탑을 쌓는다.
④ 계단처럼 올려주면서 고정시킨다. 
⑤ 이마부분은 잘라놓은 작은 원형소나무로 고정시킨다
⑥ 가슴 밑 부분에 소나무가지를 사선으로 고정시킨다.
⑦ 솔잎을 나뭇가지에 하나씩 붙여준다.
⑧ ⑦에서부터 연결시킨 후, 잘라놓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고정시킨다

출처: 배병우사진전(2007).
 서울시립미술관
  

일러스트 완성도(65cm×45cm×55cm)

Table 5. 작품 2(대화) 

제목: 대화, 개념 : 장수          

완성도(45cm×35cm×65cm)

디자인의도: 대화가 부족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 내적인 평온과 신의 창조적인 
휴식으로 계획했던 길을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도로 장수를 헤어아트에 
접목시키고자 함.
색: brown, green, yellow
소재: 소나무, 솔잎, 솔방울, 철사, 꽃 

모티브: 김경인.춤사위 0402
① 소나무가지에 동선을 하나씩 감아 나뭇가지를 연결시킨다. 

② ①을 마네킹 위에 얻는 후 고정시킨다.

③ 연결시킨 나뭇가지 위에 솔잎을 하나씩 달아 준다.

④ 솔방울을 낚시 줄로 하나씩 연결한다.

⑤ 소나무가지에 연결한 솔방울을 솔잎이 있는 부위에 조화롭게 고정시킨다.

⑥ ①위에 3개의 나뭇잎을 이용하여 삼각의 구도에 맞추어 고정시킨다.

⑦ 잔잔한 노란 꽃을 이용하여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실리콘으로 고정시킨다.

⑧ 보리를 이용하여 측면 헤이스부분에 조금 가려준 후 고정시킨다. 

출처: 이상여(2004). 소나무그림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경
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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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미용의 예술적

학문적 진보는 기능적 차원에 미용의 예술적 학문적 진보는 기

능적 차원에 한정되어왔던 손기술의 숙달을 뛰어넘어 창조적

디자인 발상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용종사

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조선

시대회화와 현대회화의 소나무 상징성을 이용한 작품사례를 알

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회화 속에 등장하는 소나무에

서 오는 자유로운 선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회화의 표본으로 상

징되어 지고 있지만, 소나무의 자유로운 선은 조선시대에서 현

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와 조형작품들의 소재로 선택되어 지고

 

   

Table 6. 작품 3(굴레)
 

제목: 굴레, 개념: 탈속과 풍류  

디자인의도: 때 묻지 않는 하얀 마음, 꿈, 희망을 갖고 싶지만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내면과 모더니즘을 
표현하고자 둥근 체와 솔잎 등을 이용하여 헤어아트에 접목함.
색: brown, green, yellow, white
소재: 소나무, 솔잎, 솔방울, 체, 실 모티브: 김수철. 송계한담도

① 지점토를 이용하여 마네킹 위에 얼굴 도안을 만든다.

② 둥근 체를 이용하여 마네킹을 올려놓은 후 고정시킨다.

③ 얼굴위에 실을 고정 시킨 후 두 갈래로 나누어 땋아준다. 

④ 소나무를 이용하여 체에 실리콘과 철사로 고정시킨다.

⑤ 솔잎을 소나무 가지에다 하나씩 연결시킨다.

⑥ 철사로 다시 고정시킨다.

⑦ 그 후 솔방울로 포인트를 준다.

출처: 이상여(2004).소나무그림에 관
한연구. 경기대학교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러스트 완성도(55cm×45cm×55cm)

Table 7. 작품 4(조화)
  

제목: 조화, 개념: 음양     

디자인의도: 사람을 통한 자연의 섭리는 하나가 되는 조화의 극치를 말한다. 또한 
사람다움과 조화로움은 한민족의 아름다운 고유사상으로 인간내면에서 볼 수 있는 
조화로움을 응용하여 헤어아트에 접목함.
색: brown, green, yellow 
소재: 소나무, 솔잎, 솔방울, 실, 대나무 

① 중간크기의 소나무부터 가슴선 부터 하나씩 고정시킨 후, 
② 목선을 지나 두상으로 올라가면서 붙인다.
③ 두상부분은 실타래로 180도 연속 회전하여 원을 만들어 두 단으로 올려준다.
④ 대나무를 잘라서 실타래 사이에 베일처럼 고정시켜준다.
⑤ 맨 위부분에 있는 모자에 솔잎을 사이사이에 고정시켜준다
⑥ 가슴부분에는 소나무가지를 중심에서 간격을 준 후 고정시킨다.
⑦ ⑦에 있는 나뭇가지에 솔잎을 붙여 주면 된다.
⑧ ⑦에서부터 연결시킨 후 잘라놓은 원통형소나무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고정 
시킨다

모티브: 김영근의 에로스
출처: 김영근 개인전(2007). 
전주예술회관
 

일러스트 완성도(65cm×45cm×55cm)

Table 8. 작품 5(축제)
 

제목: 축제, 개념: 음양   

디자인의도: 인간은 늘 축제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음양의 조화로 에너지 넘치는 
축제를 만들어 우리만의 헤어아트를 창조하자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는 작품이다.
색: brown, green, yellow, white, red
소재: 소나무, 솔잎, 솔방울, 보리, 실, 은사, 체 모티브: 김영근의 에로스
① 먼저 소나무를 원으로 잘게 자른다.
② 마네킹을 이용하여 머리뒷부분에 잘라놓은 소나무를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③ 한지로 된 실타래를 이마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스런 웨이브 머리로 연출한다.
④ 솔잎을 이마 중심부위에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⑤ 가슴부위에 잘라놓은 소나무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실리콘으로 붙인다.
⑥ 솔방울을 이용하여 어깨선부터 물이 흐르는 표정으로 실리콘을 사용하여 붙인다.
⑦ 둥근 체를 머리측면에 고정한 후, 붉은 보리와 노란보리를 이용하여 둥근 체 안에 
고정,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이 된다.
⑧ 그 위에 은사를 이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

출처: 김영근 개인전(2007). 
전주예술회관
 

일러스트 완성도(65cm×45cm×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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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로 표현되어진 소나무 상징성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술가의 조형

작품들의 종합적인 상징성을 전개하여 헤어아트로 표현하였다.

소나무상징인 지조와 절개, 장수, 탈속과 풍류, 음양, 모더니즘,

퓨전, 섹슈얼리즘을 헤어아트에 적용하기 위해 첫째, 무한한 가

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물 중 하나인 소나무 상징성 표현방

법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붓과 회화로 정신적 내적인 가치를 알

수 있었으며, 둘째, 현대회화에서는 사진을 지조와 절개, 펜화

는 탈속과 풍류와 같은 한국적인 형태미와 오묘한 선의 조화로

소나무상징을 모더니즘에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

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퓨전과 서양화의 섹슈얼리즘인 음양의

조화로 색채에서 뛰어난 조형적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자

연을 통한 인간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순수함과 아름

다움을 잃지 않는 따뜻한 감성이미지를 헤어아트에 소나무상징

을 대입시켜 조형예술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

나무 상징성에 대한 작품을 분석응용하여 총 5점의 작품을 제

작하였다. 작품1. 인내는 소나무의 연리목과 연리지부분을 응

용하여 헤어아트에 접목하여 아르누보 형식으로 표현함으로 지

조와 절개를 표현하였으며, 작품2. 대화는 인간내면에서 볼 수

있는 평온함을 응용하여 장수를 연출하였다. 작품3. 굴레는 삶

의 힘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간내면을

응용하여 역시 탈속과 풍류를 연출하였다. 작품4. 조화는 자연

을 통한 사람의 섭리와 갈등과 혼돈의 대립에서 오는 한국 아

름다운고유사상인 조화로움을 응용하고, 작품5. 축제는 강한 에

너지 넘치는 우리의 축제를 창조하자는 의미로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예전이나 현재나 표현하는 기법은 다르

지만 내면의 의미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회화에 표현된 소나무 상징성에 대한 헤어아트 연구

를 통해 소나무의 무한한 선적표현과 인간내면의 강인한 정신

과 소나무의 아름답고 풍부한 색감과 신비로운 선을 통한 다양

한 조형미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재창조의 과정

으로 미흡하지만 본 연구가 헤어아트의 기초자료로 보탬이 되

기 바라며 폭넓고 다양한 학문적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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