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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dern society leads to distinguished, sensuous, and diversity styles, a woman who enjoys 
putting on Garu makeup appeared on a popular TV talk show in winter 2010, which aroused 
public interest in the method of Garu makeup. However, as interest in Garu makeup and in-
dividuals who put on Garu makeup spread, some began to consider Garu makeup as the imitation 
of indiscreet Japanese culture or a vulgar culture. Thu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under-
stand the characteristics of Garu makeup and its forms of expression by considering its type, ori-
gin and style. In turn,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keup trend and act as an aid 
to improve the image of Garu makeup through investigating its image and preference. To accom-
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s and web resources,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who study beauty art at two-year junior colleges in Seoul, and analyzed 195 answers 
by using SPS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proved that in the preliminary inspection of 
comprehension, 98.3%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 had known Garu makeup, 53% 
understood somewhat the characteristic and concept of Garu makeup, 36.8% gave preference to 
Garu makeup. It was proved that in the investigation by the image of Garu makeup, as over 70% 
of students thought that Ogaru and Yamamba makeup were detestable, but other Garus were 
lovely and sexy, students perceived as a diversity of images by their own preferences and tastes, 
and 73% of respondents selected Onegaru as Garu makeup that they gave preference to and 
wanted to put on. The result of this study represents that mass consumers in the existing culture, 
who ar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 and selected as a sample group in this study, re-
flect the stream of culture and trend, but also demassification, mass customization by their areas of 
interests and preferences and connective massification of individuals with simila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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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의 풍요로운 생활과 다양해진 사회구조는

스타일의 개성화․감각화․다양화 현상으로 이어지

고 있다. 특정한 이미지와 트렌드만이 주목받고 각광

받는 사회가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패션과 뷰

티 트렌드가 같은 시기에 유행하고 대중에게 사랑받

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여러 코스메틱 사에서 2010년

겨울 트렌드로 발표한 ‘소프트 스모키’외에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이크업 트렌드중 하나

가 갸루 메이크업이다. 케이블 TV ‘화성인'에 출연하

여 세간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킨바 있는 김초롱이라

는 여성의 갸루 까페1)는 2011년 1월 8일 현재

16,226명이라는 회원수를 육박하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갸루(ギャル)'는 일본의 패션문화

중 하나로 태닝을 하고 눈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헤

어스타일과 패션이 화려한 스타일을 뜻하며 동시에

이런 패션을 하고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서 다양

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갸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 일부 갸루의 이미지만으로

갸루에 대한 시각적 견해가 왜곡되고 저급한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갸루 메

이크업의 유래와 갸루 메이크업의 종류 및 스타일

고찰을 통해 갸루 메이크업의 특성과 표현형식을 이

해하며 갸루 메이크업의 이미지 및 갸루 메이크업

선호도에 관해 조사하므로 서 메이크업 트렌드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갸루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과 인터넷 등을 통해 갸루 메

이크업의 유래와 갸루 메이크업의 종류 등을 고찰하

고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갸루 메이크업의 선호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2년제

대학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

면담법을 통해 2010년 12월 14~12월 17일 4일간에

걸쳐 조사되었다. 220개의 설문응답자중 결측이 많은

응답지를 제외한 195개의 응답지를 SPSS 18.0을 이

용해 분석하였다.

Ⅱ. 갸루의 의미와 발생배경
1. 갸루의 의미
‘갸루(ギャル)’는 일본의 패션문화 중 하나로서 일

반적으로 어둡게 태닝한 피부에 진한 눈화장, 위아래

속눈썹을 모두 붙여 강조한 눈, 금발 혹은 회색 등으

로 밝게 염색한 헤어를 부풀려 장식하고 각각의 갸

루 스타일에 따라 독특한 의상 스타일을 한 일본 여

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초창기에는 교복차림에 태닝

한 피부와 밝게 염색한 머리, 짙은 눈 화장을 한 소

녀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일본 패션 문화의

한 장르로 인식될 만큼 표현 양식과 방법 등이 발전

하고 확산되었다. 갸루(ギャル)는 여자를 뜻하는 영

어 낱말 ‘girl’을 일본식 발음(가루, ガール)으로 읽은

데서 비롯한 낱말로 표기할 땐 가타가나로 ‘(갸루)

ギャル’로 쓰거나 ‘gal’이라고 한다.2) 일부에서는 남

성도 갸루와 같은 화장을 하며 갸루 화장법으로 화

장을 한 사람의 무리를 갸루족으로 부른다.

2. 갸루의 발생과 확산
갸루 패션은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초

창기에는 고갸루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하였지만 새로

운 스타일의 갸루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연령층의 갸루가 존재하고 있다.

‘고갸루’는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한자 ‘고(高)’와 ‘갸

루’가 합쳐진 말로서 고갸루라 칭하게 된 연령은

1980년대 전반 태생의 여성들이며 당시 일본 경제의

버블 추락 이후 암울한 경제상황과 더불어 원조교제

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파생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의 갸루는 얼굴을 새까맣게 칠한

뒤 눈, 코, 입술만 하얗게 칠하는 화장법이 특징이었

다. 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기표현을

‘계산된 반항’이라고 평하기도 했을 만큼 일부 기성

세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갸루라는 용어는

1993년 6월 주간지 SAP에서 기사 타이틀을 통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아사히

의 ‘M(Magnitude) 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고갸루’ 특집 방송을 내보낸 이후 사회적인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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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고 199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

었다.3) ‘고갸루’세대의 여성들은 여고를 졸업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이틴적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함으로서 ‘멋쟁이 하

이틴’붐을 일으켰다. 이 붐과 더불어 각종 방송매체

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갸

루’가 생성되었으며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연령

대를 불문하고 ‘갸루’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4)

갸루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에는 1990년

대 일본의 여고생 가수 ‘아무로 나미에(Amuro Namie,

1977년생)’의 영향이 매우 크다. 당시 아무로 나미에

의 인기는 매우 대단하여 ‘아무로 현상’5)이라는 단어

가 경제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일본에 큰 문화적 파

장을 일으켰다. 태닝을 한 건강한 피부에 입과 눈을

강조한 독특한 화장법 그리고 개성이 톡톡 튀는 의

상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 하였고 결국 ‘아무로 나미에 따라 하기’는 갸루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로 나미에를 따라하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아무

족이 오늘날 갸루족의 시초가 되었다. 2000년 무렵부

터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갸루족’들은 일본의 패션

산업을 이끄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갸루’의

탄생이 패션산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당시 20~30대를 위한 토털 생활 전문점 TMD가 ‘갸

루’라는 폭풍을 감지하고서 109를 ‘갸루’ 전문 백화점

인 ‘시부야109’로 재탄생시키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시부야109’는 재개점 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 여성패

션 유통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6) 갸루의 확산

은 성의 구분을 뛰어넘어 ‘갸루남, ギャル男(갸루오,

ギャルお)’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이런 부류의 남자들을 위해서 <Men's egg>나

<Cawaii>와 같은 잡지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Seventeen>이나 <Hanachu>와 같은 잡지가 큰 영향

을 미치면서 여중생 ‘갸루족’도 급증 하였으며 최근

에는 그들만의 커뮤니티(Girl Circle을 줄여 갸루사라

고 함)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2006년 일본TV에서 미니시리즈로 제작하여 공

전의 히트를 기록한 ‘갸루사’도 시부야에 모여 바라

댄스를 추는 여자 그룹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로 ‘갸

루’열풍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9년 3월 일본

외무성은 3명의 어리고 예쁜 소녀 ‘갸루’들을 대중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아오키 미사코(Aoki Misako),

키무라유(kimura-Yu), 후지오카시즈카(Fujioka Shizuka)

세 명은, 전범(戰犯)국가 일본, 경제동물 일본이 아

니라 ‘귀여운 나라’ 일본을 대표하여 국가가 지원하

는 비용으로 로리타(Lolita, 어린아이 같은 외모나 이

를 부각시키는 패션 스타일)의 귀여움과 갸루의 감

각적 스타일을 통해 여고생 그룹의 귀여움과 일본

대중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여행에 동참했다. 첫 활

동은 방콕에서 열리는 일본의 패션 페스티벌 TGC

(Tokyo Girls Collection)에 국가를 대표해서 나섰다.

일본 외무성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 문화가 포장되고,

브랜드화 되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는 그들의 믿

음 하에 ‘멋진 일본’을 선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수많은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Ⅲ. 갸루의 형태와 특징 분석
1. 갸루의 종류와 형태
갸루는 멋에 민감하고 유행에 앞서며 화장법이나

옷 스타일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초창

기의 갸루는 고갸루, 야맘바 정도이었으나 현재는

‘갸루족’에 대한 분류가 다양해져 ‘오갸루(안 씻는 갸

루족)’, ‘히메갸루(공주풍 갸루)', ‘오네갸루(성숙한 갸

루스타일)', 비갸루(B-girl 스타일의 갸루) 등으로 세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결혼한 갸루들은 갸루마마로

불리며 갸루족의 화장을 즐기는 남성도 늘어나 ‘갸루

오(갸루패션을 즐기는 남성)'라는 말도 생겨났다. 갸

루는 시대적 흐름과 패션트렌드에 따라 생성과 소멸

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더욱 진화하고 있는데 갸

루의 대표적인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갸루(コギャル)

고갸루는 고등학생(こうこうせい)의 ‘고(コ)’와 걸

(girl)을 의미하는 ‘갸루(ギャル)'의 합성어로 갸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고갸루는 교복에 루즈 삭스

(Loose Socks)와 단화(Loafer)를 신으며 노랗게 또



갸루화장의 고찰 및 미용학과 학생들의 갸루 화장 인식도에 관한 연구

- 113 -

<그림 1> 고갸루

- http://princess1727.blog.me

<그림 2> 히메갸루

- http://www.fashionin.com

<그림 3> 비갸루

- http://club.cyworld.marine-gal

는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백콤(Backcomb)을 넣어

부풀리고 피부는 태닝을 하여 어둡게 하는 것이 특

징이다<그림 1>7). 고갸루가 유행했을 당시 중학생

갸루가 파생되어 마고갸루(マゴギャル)라 불렀으며

9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난챳테 고갸루도 있었다.8) 당시는

고갸루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유행했으며

와이드쇼나 주간지를 시작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고

갸루 특집이 매일 밤 진행되었다. 당시는 루즈 삭스

나 원조교제 등과 관련되어 다양한 고갸루 이미지

등이 구축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갸

루가 파생되면서 고갸루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매스컴

에서 듣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의 거의 사용하지 않

는 용어가 되었다.

2) 히메갸루(姬ギャル)

히메는 일본어로 공주라는 뜻이며 공주풍의 갸루

를 히메갸루라 일컫는다. 히메갸루는 아게죠 패션으

로부터 2007년부터 분화되어 파생되어진 스타일의

한 종류로 리본이나 레이스를 이용하여 로리타를 연

출하며 아게죠의 풍성한 헤어컬보다 더욱 볼륨감 있

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보통의 갸루와 달리 태닝

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 약하여 피부는 하얗게 표현

하고 금발이나 브라운계열의 웨이브헤어에 핑크 또

는 화이트의 공주풍 옷을 입는다. 아이라인과 눈화장

은 강조하되 볼연지나 입술은 대체적으로 핑크로 마

무리 하는 것이 특징이다. 왕관이나 레이스, 리본 등

화려한 액세서리에 섹시함보다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강조한다<그림 3>9). 이들은 주로 정기적인

티타임이나 사교모임을 갖고 함께 쇼핑을 다니기 때

문에 일본에서는 히메갸루 전문 미용실, 드레스샵,

출판사 등 ‘프린세스 산업’이 호황을 이룬다.

3) 비갸루(B-ギャル)

비갸루는 영어 비-걸(B-girl)에서 나온 말로 힙합

스타일의 갸루를 지칭한다. 이들은 다른 갸루들과는

달리 짙은 색의 트위스트 펌(Twist Perm)이나 블레

이즈(Braids)10), 콘로우(Corn Row)11)와 같은 더 파

격적이고 스포티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며 피부색도

매우 검게 태우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12). 그리고

뉴욕 양키즈(NY)로고나 LA와 같은 로고가 들어간

옷과 액세서리를 즐겨 하며 비욘세(Beyoncé Giselle

Knowles)와 푸시캣 돌즈(Pussycat Dolls)같은 이들을

우상으로 여긴다. 아무로 나미에와 가장 비슷한 갸루

족이다.

4) 시부야 갸루 = 쿠로갸루(くろギャル)

일본 도쿄의 시부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갸루로 가

장 일반적이고 흔한 갸루의 스타일이며 갸루 모습의

표본이다. 시부야가 갸루로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사

람들은 시부야=갸루라고 생각할 정도이며 쿠로갸루

(くろ=검은색)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네갸루와 헛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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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부야 갸루

- http://www.fashionin.com

<그림 5> 오갸루

- http://blog.daum.net/utan

<그림 6> 오네갸루

- http://www.fashionin.com

<그림 7> 상)야맘바, 하)키구루민

- http://www.fashionin.com

릴 수 있지만 십대가 대부분이고 오네갸루보다는 헤

어컬러가 노랑색에 가까울 만큼 밝고 태닝도 강하게

하며 약간은 캐주얼한 차림에 활발하고 명랑한 느낌

을 주는 갸루이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머리, 생머리,

올린머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그림 4>13).

5) 오갸루(おギャル)

더러울 오(汚)자와 갸루의 합성어인 오갸루는

2002년 후반에 유행하였다. 더러운 갸루라는 뜻처럼

목욕과 세수를 하지 않고 계속 화장을 덧칠하는 갸

루인 만큼 야맘바 이상으로 화장이 진하다<그림 7>14).

오갸루족은 도쿄 신주쿠역과 시부야역 부근에 주로

모이며 아저씨들과의 원조교제가 주요 수입원으로

하루 반나절이상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물주'를 찾

는다. 용돈을 줄만한 아저씨를 찾지 못한 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귀찮아 전철역에서 종이 박스를 덮고 단

체로 잠을 자며 자신들을 셀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로 센다. 오갸루가 되려면 목욕은 한 달에 한번, 키

스할 때를 제외하고 치아를 절대 닦지 않으며 머리

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초기

에는 팬티를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 입는 것이 유행

이었으나 후반에는 부식될 때까지 입어야 진정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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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로갸루

- http://blog.naver.com/yookkig

<그림 9> 갸루오

- http://blog.naver.com/yookkig

<그림 10> 센터가이

- http://princess1727.blog.me

갸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복도 절대 빨아 입으

면 안 되지만 가방만은 루이비통, 프라다 등의 명품

을 들어야 한다. 당시 일부의 언론들은 이들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중시문화와 입시위주 교육에 지쳐 문

제아가 되어버렸다고 자성하기도 하였으나15)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갸루가 되었다.

6) 오네갸루(オネギャル)

오네(オネ)는 언니를 뜻하는 단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다. 섹시

하거나 어른스러운 콘셉트의 패션으로 다른 갸루보

다 훨씬 성숙해 보이며 여성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며 세련미를 강조하는 스타일로

서 유명브랜드나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일본 여성 패션 잡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일

본 20대 여자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피부색은 일

반 시부야 갸루와 비슷하게 태닝을 하지만 자연스럽

게 여성미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며 갸루의 키포인트

(Key Point)인 눈화장과 아이라인은 강조 한다. 오네

갸루는 스모키 화장을 자주 하는 현재 우리나라 여

성들의 화장과도 비슷하다<그림 10>16).

7) 야맘바(ヤマンバ)

어원은 야마우바(山姥, 산할머니)로 일본의 민담

에 소개되는 야마우바가 손질을 하지 않은 백발의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

어 이로부터 유래했다. 흑인처럼 아주 어두운 강구로

(ガングロ/검은 얼굴)의 화장에 머리<그림 2>9)카락

을 밝게 탈색하여 염색한 머리를 흐트러트려 띄운

형태이며<그림 7>17) 20센티나 되는 아츠조코(アツゾ

コ)18)를 신고 여름이 되면 ‘하이비스커스(Hibiscus)’

라고 하는 하와이의 전통 꽃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남자에게 잘 보이지 않기 사상을 외치는 것이 특징

인 야맘바화장과 스타일은 한때 일본 사회에서 하드

코어로 비추어졌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크게

유행되었으나, 지금은 일본 내에서도 거의 보기 힘들

다. 그 외 야맘바에서 진화한 맘바는 밝은 머리카락

에 얼굴색은 더욱 검고, 눈의 주위를 흰색 아이라인

으로 크고 진하게 그리며 입술도 흰색 계열의 화장

을 하는데 써클 활동도 왕성하다. 피카추 등의 전신

옷 등을 걸쳐 입는 것을 키구루민(キグルミン)이라

고 부르며 바비 인형과 같은 스타일의 반바(バンバ),

B계열의 맘바인 비빔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8) 시로갸루(しろギャル)

시로갸루(시로=하얗다)는 ‘하얗다’라는 의미의 시

로(しろ)와 갸루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태닝을 하

는 ‘갸루'와는 다르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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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부색 메이크업의 특징 연령층

야맘바
흑인과 유사할 정도로 갸루

중 피부톤이 가장 어두움

컬러 아이샤도우를 생략하고 흰색으로 눈가와 입술에 크

고 진하게 강조.

10대~20대 초반

중심

오갸루
야맘바보다는 밝은 편이나 피

부를 어둡게 표현

화장을 지우지 않고 계속 덧바름. 블랙과 같이 어두운색

의 샤도우에 누드톤의 립스틱을 바름.

10대 및 가출․

일탈청소년 중심

비갸루
어둡게 태닝된 피부로 건강함

과 섹시함을 표현.

다양한 색조를 이용한 짙은 눈화장에 립은 글로시하게

표현
10대~20대 중심

시부야

갸루

어둡게 태닝하여 쿠로갸루라

고도 불림

오네갸루와 비슷한 형상이나 오네에 비해 피부가 어둡고

캐주얼하며 활발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 갸루
10대가 대부분

고갸루 어둡게 태닝

초기 갸루 형태로 속눈썹을 착용하여 눈을 크게 하는 지

금의 화장법과 달리 속눈썹을 부착하지 않으며 아이라인

으로 눈가를 강조.

10대 중심

오네

갸루
자연스럽게 태닝한 피부

지나치게 화려하기보다는 깔끔하면서도 섹시한 메이크업

을 선호. 브라운 계열의 색조를 많이 사용
20~30대 중심

갸루오
남자 야맘바 버전으로 흑인처

럼 어둡게 태닝.

입술 또는 눈가와 입술에 흰색으로 크고 진하게 칠을 하

여 입술 또는 눈 부위의 흰 색조를 강조.
10대~20대 중심

센터

가이

오네갸루 정도로 피부를 자연

스럽게 태닝

오네갸루에 가까운 모습으로 피부와 눈화장을 하며 속눈

썹은 붙이지 않고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
10대~20대 중심

히메

갸루

하얀 피부를 선호하여 태닝을

안하거나 아주 가볍게 태닝.

아이섀도우를 강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속눈썹이나 아이

라인을 더욱 강조하여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함
20대 중심

시로

갸루

태닝을 하지 않고 피부를 하

얗게 표현.

시부야 갸루와 화장법이 비슷하여 명랑하고 활발한 느낌

이 드는 갸루이나 피부색은 대조적으로 하얗게 표현함.

눈을 더욱 강조하는 갸루 화장법을 고수.

10대 중심

<표 1> 각 갸루별 메이크업의 특징

하지 않은 채 갸루의 화장, 염색, 화려함을 지니고

있다<그림 10>19). 그러나 얼굴을 하얗게 하거나 약

간만 태닝을 하는 히메 갸루와는 다른 모습이며, 쿠

로갸루와는 얼굴과 몸의 색만이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9) 갸루오 & 센터가이(Gyaruo & Center-guy)

갸루오는 맘바의 남자버전이라고 표현 할 수 있겠

으며 서클 활동이 활발하고 꾸미기를 좋아해 여성

갸루들처럼 태닝과 염색, 화장을 하고 부츠를 신고

체인을 달기도 한다. <그림 9>20)는 2006년의 갸루오

스타일로 갈색 머리와 금발, 얼굴은 강구로(ガング

ロ), 입술은 흰색으로 표현하고 눈의 서클엔 원포인

트 실을 붙였고 복장은 맘바복장 납품브랜드인 하이

비스커스(Hibiscus)무늬격의 ‘알바로-더’를 착용하였

다. 또한 센터가이(Center Guy)는 시부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패션으로, 시부야의 센터라는 곳의 젊은

이들을 센터가이라고 부른다. 2005년 8월 멘즈에그

잡지는 센터가이를 소개하였고 한 달여를 재촬영한

뒤 2006년 3월호에 다시 게재하였는데 일부의 미디

어가 이 자료들을 받아 사회 현상으로 보도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확산 되었다. 보통 오네계라고 불리는

스타일로 갸루오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호스트 같은

스타일이 많다<그림 10>21).

2. 갸루 메이크업의 특징 분석
1) 갸루메이크업의 특징 분석

갸루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의상과 헤어스타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 특

징을 반영할 때 각 갸루별 스타일이 온전하게 완성

되나 각 갸루별 메이크업의 특징만을 분석해보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갸루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특징

비교분석

갸루 메이크업은 어두운색의 아이샤도우를 이용해

스모키 메이크업과 같이 눈꺼풀을 진하게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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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모키 메이크업 갸루 메이크업

피부표현 피부 톤보다 한톤 어둡거나 자연스럽게 표현
히메갸루나 시로갸루 외에는 피부톤 보다

2~3톤 이상 어둡게 표현

메이크업 포인트 아이라인 & 섀도 중심 속눈썹 & 쌍커풀 중심

아이라인

점막을 채움
점막을 채우지 않고 속눈썹 아랫부분까지

내려서 그림

눈 꼬리를 올려서 그림 눈꼬리를 처지게 그림

그러데이션 하여 번지게 표현 번지지 않고 또렷하고 깔끔하게 표현

속눈썹 필수적 요건은 아님
필수적인 요소로 2~3개를 겹쳐 사용하며

언더라인에도 반드시 붙여줌

눈의 크기 변화 자신의 눈동자보다 작아 보임 자신의 눈동자보다 훨씬 커 보임

이미지

<표 2> 스모키 메이크업과 갸루 메이크업의 비교

것은 비슷하나 속눈썹을 위와 아래 모두 붙이고 속

눈썹 가장자리에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려 넣어 눈

을 강조함으로써 눈동자가 크게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 쌍꺼풀액이나 라인

테이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숱이 많고 길이가 긴 형태의 속눈썹을 두 개 이상

겹쳐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어둡고

진한 아이섀도와 치크와 섀딩을 넣어 음영을 강조하

고 누드톤의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마무리하는 것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스모키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을 점막에 그려 넣어 눈이 더욱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갸루메이크업은 눈을 더욱 크

게 보이게 하는 아이라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노

즈 섀도를 넣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등

이 다르다. 스모키 메이크업과 갸루 메이크업의 차이

점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3. 갸루메이크업의 특성 분석
갸루메이크업은 1990년대 초 고갸루를 시초로 기

존의 메이크업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파생되었고

그 후로 새로운 스타일의 갸루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연령층의 갸루가 존

재하고 있다. 기성문화와 다르게만 인식되었던 갸루

가 이제 일본 패션문화의 한 장르로 인식될 만큼 표

현양식과 방법 등이 발전하고 확산된 것이다. 갸루는

전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개성추구

를 원하는 성의 상호텍스트성, 형식성에 대한 부정적

인 개념으로 질서와 기능, 객관적인 미의 개념 무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등의 특징들을 통해 일본 젊

은이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갸루의 특성

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또래집단의 형성과 갸루문화 확산

갸루가 그들의 문화를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또래집단의 존재와 정보교환이다. 갸루족들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것을 즐겨하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갸루문화를 공유하고 나아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이들은 그들만의 문자와 언어를 사용

하기도 하는데 본래 문자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모양만 비슷한 그리스문자, 로마자 등 각종 문자를

조합하여 히라가나 가타가나와 비슷하게 만든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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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남중고생 및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확대되었

다.22)

2) 여성성 강조와 여성성 배반의 이중적 면모

갸루는 주로 10~20대 젊은 여성층에 의해서 생성

되는 만큼 오네갸루와 히메갸루와 같이 화장이나 옷

차림으로써 자신의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며 발산시

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야맘바와 같은 갸루는 남

자에게 잘 보이지 않기 사상을 외치며 자신의 개성

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여성성은 거부하며 배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 기성문화에 대한 저항성

갸루는 기존의 유행이나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새

로운 코드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기성문화와 기성

세대에 저항적이다. 이러한 갸루가 일반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유행과 패션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큰 흐름으로 인

정받고 있다. 갸루들과 갸루문화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이자 주체가 된 것이다.

4) 기성세대에 대한 불완전한 독립성

갸루들은 기성문화와 기성세대에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조건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갸루의 원조 격인 고갸루는 당당

한 패션주체인 동시에 원조교제의 기원으로 여겨진

다. 고갸루와 오갸루 등은 까만 피부에 거칠고 적극

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이면에 돈을 벌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해야 하는 어린 소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히메갸루와 같은 경우는 공주풍의 의상 가격이

만만치 않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캬바쿠라(술

집)23)에 나가기도 한다. 원조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기성세대(부모세대)에게 의존해야만 그들의

패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4. 국내에서의 갸루의 확산 배경 분석
2006년 일본 내 한국 유학생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마린갸루’를 통해 갸루가 국내에 소개되었을

당시 대중들은 갸루 스타일을 하고 있는 한국 여성

을 향해 ‘씻지 않는 더러운 여자’, ‘친일파’ 등으로 몰

아가며 마녀사냥에 나섰고 일부 언론들은 ‘무분별한

일본문화 모방’ 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24)

그러나 2005년 5월 개설된 ‘마린갸루’카페의 회원이

2006년 9월 일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유학준비생들

을 중심으로 900명 정도이었다면 김초롱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2011년 1월 8일 현재 회원 수는 16226

명이고 블로그의 하루 접속자는 1000명이 넘으며 갸

루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동

호회가 국내에서 10여개 이상 생겨날 만큼 일본인뿐

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

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패션을 중심으로 표현 경향이나 요

소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면뿐만 아니

라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이함 속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생활과 문화 기호가 지역과 국가의 차별 없이 변

화 발전하는 경향을 미루어 볼 때 일본의 신세대 특

성은 한국의 신세대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며 매우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 요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로 설명될

수 있다.

김시만25)은 그의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 경

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6)가 상승하는 정량

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사회

계층의 분화와 고착화 및 양극화 현상이 있음을 지

적하고 일본사회안에서는 유동성이 없고 고령화와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며 그 사회적 계층의 변화와

소통의 틀에 변화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으로는

반항과 거부, 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10

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층에서 사회에 대

한 거부와 반발의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크게 경제, 사회, 기술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

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는 산업자

본주의 이후 소비자 중심의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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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어떤 물품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족해

진 물품들과 경제적 풍요를 그 한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그에 관한 정량적 지표로 우리나라 199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446만원에서 2009년 기준 2192만

원, 국내총생산량(GDP)이 1990년 기준 191,382,80억

원, 2009년 1,063,059.10억 원27)으로 증가한 것으로도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기능적 소비에

서 감성적 소비로 소비의 흐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표현과 그 문화에서도 이성적 소통

보다는 감성적 소통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욕망과 개성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어 개인이 대중에

동질화 되는 것보다 공동체가 분화되고 조직속의 개

인가치에서 순수한 개인의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이

는 가장 먼저 자신만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기류' 소

비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유명브랜드나 유행

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경향을 표현하고

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다음은 사회적 이유로 맞벌이부부와 핵가족 증가,

한자녀 가정증가, 높은 교육수준 증가에 따른 독립적

사고와 개성표출증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40년 동안 75%감소

(1972~1974년 4명, 1975~1981년 3명, 1997년 2명,

1998년~2008년 1명)28)하였으며 도시화 비율은 90%

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소단위의 가족은 모든 문제

를 개인이 해결하는 대중 속에 개인이라는 의미의

개중화(個衆化)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개인적목

적과 전체적목적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얼마

전까지도 개인보다 가족이나 사회, 국가가 우선시되

면서 개인의 욕구는 소외되고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는 개인이 올바로 서지 않고서는 전체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러한 논리로

인해 개인이 힘을 가지고 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화 시대가 오게 되었다.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자

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레고문명(Civil Lego)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데 아탈리의 주장은 서로 다른 레고 조각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듯 서로 다른 철학과 이데올

로기, 문화, 정치, 예술, 종교를 구미에 맞게 조립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레고 문명권의 사람들은 고정되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더 이상 끔찍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쾌적하게 즐길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기존의

경계선이 헝클어지고 꼬여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

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영역의

풍요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

로 레고 문명의 세계는 저마다의 울타리 속에 폐쇄

된 파편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특한 개성 세계를 인정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요인은 인터넷

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 국제적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분석된다. 2011년 2월 기준 스마트폰 국내

판매량은 897만대에 달하고 있으며29) e혁명이라 불

리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한 종류인

트위터(Twitter)는 현재 이용자 수가 각국 대통령

등 유명정치인과 연예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트윗 전송 건수가 1억

4000만 건으로 매초마다 1600건의 트윗이 생성되고

있다.30) 기술의 발전은 문화적 교류와 정보력 향상으

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계층․세대․개인 간

의 새로운 소통의 방법과 생활로 연결되어져 기존과

는 다른 이해관계와 소통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질서와 이미지를 버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모습

으로 ‘튀는 것’만큼 남다른 생활양식과 문화 및 의식

을 가지고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Ⅳ. 미용학과 학생들의 갸루메이크업
인식도 조사

1. 갸루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분석
1) 조사대상과 방법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갸루메이크업이 하나의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일반인에 비해 용모

를 꾸미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용을 전공

하고 있는 미용학부 학생들은 갸루메이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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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174 89.2

연령

18~19세 34 17.4

남자 21 10.8 20~24세 161 81.6

Total 195 100 Total 195 100

결혼여부
미혼 195 100

직업
학생 195 100

Total 195 100 Total 195 100

<표 3>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갸루호감도

수업여부 성별

빈도

퍼

센

트

유행관심도 유행

관심도

전체

○ × 여 남
관심

없음

조금

있음
보통

조금

많음

매우

많음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1 13 12 2 14 7.3 0 4 3 2 5 14

마음에 들지 않는다. 4 15 17 2 19 9.8 0 5 4 4 6 19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 17 21 36 2 38 19.7 1 6 8 12 11 38

그저 그렇다. 25 26 45 6 51 26.4 0 12 14 17 7 50

약간 좋다. 21 23 42 2 44 22.8 0 3 8 12 19 42

상당히 좋다. 15 8 19 4 23 11.9 0 5 2 8 7 22

매우 좋다. 3 1 3 1 4 2.1 0 1 0 1 2 4

합계 86 107 174 19 193 100.0 1 36 39 56 57 189

<표 5> 갸루호감도

인지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들어본 바 없음. 3 1.5 1.6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음 84 43.1 45.4

특징과 개념에 대해 대체적으로 알고 있음 85 43.6 45.9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음 13 6.7 7.0

유효 합계 185 94.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 5.1 -

전체 합계 195 100.0 -

<표 4> 갸루인지도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의 미용학

과에 재학중인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면담

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 12월 14~12월 17일

4일간에 걸쳐 조사되었다. 220개의 설문응답자중 결

측이 많은 응답지를 제외한 195개의 응답지를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문항특성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갸루화장에 대한 선호도 차

이 분석 등 유행과 미용에 관한 관심도에 따른 갸루

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다중

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4>는 조사대상자들의 사전 갸루인지도 조사결

과로 갸루의 특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거나 대체

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효 퍼센트

52.9%이며 그 외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유효 퍼센트 45.4%로 집계되었다.

<표 5>는 갸루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갸루메이크

업에 관한 수업을 받은 그룹 및 수업을 받지 않은 그

룹, 그리고 남녀 성별차이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반응

이다. 갸루수업 참관여부가 갸루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검정결과,   
  



,

으로 ‘갸루수업 참관여부가 갸루호감도에 미

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어 갸

루수업 참여자들은 갸루메이크업에 대해 더 많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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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장 선호하는 갸루 가장 따라하고 싶은 갸루 가장 혐오감이 드는 갸루

서열 갸루명 빈도 퍼센트 갸루명 빈도 퍼센트 갸루명 빈도 퍼센트

1 오네갸루 143 73.3 오네갸루 126 64.6 야맘바 118 60.5

2 시로갸루 29 14.9 시로갸루 29 14.9 오갸루 62 31.8

3 고갸루 8 4.1 고갸루 11 5.6 비갸루 6 3.1

4 비갸루 4 2.1 히메갸루 6 3.1 히메갸루 2 1.0

5 히메갸루 4 2.1 시부야갸루 5 2.6 고갸루 1 .5

6 시부야갸루 2 1.0 비갸루 3 1.5 시부야갸루 1 .5

7 야맘바 1 .5 야맘바 2 1.0

8 오갸루 1 .5

무응답 3 1.5 무응답 13 6.7 무응답 5 2.6

　 합계 195 100 합계 195 100.0 합계 195 100.0

<표 7> 선호, 모방, 혐오 이미지 갸루

갸루 종류 고갸루 오네 시부야 히메 시로 비갸루 오갸루 야맘바

빈도

이미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청순하다 11 5.7 31 15.9 3 1.5 3 1.5 47 24.1 0 0 3 1.5 2 1.0

귀엽다 74 38.1 3 1.5 17 8.7 66 33.8 65 33.3 4 2.1 0 0 0 0

섹시하다. 6 3.1 84 43.1 12 6.2 3 1.5 11 5.6 35 17.9 0 0 0 0

우아하다. 1 0.5 30 15.4 3 1.5 14 7.2 11 5.6 2 1.0 0 0 0 0

천박하다. 23 11.9 1 0.5 18 9.2 9 4.6 3 1.5 13 6.7 35 17.9 23 11.8

촌스럽다. 60 30.9 3 1.5 34 17.4 33 16.9 6 3.1 31 15.9 8 4.1 15 7.7

패셔너블하다 5 2.6 25 12.8 53 27.2 6 3.1 9 4.6 49 25.1 1 0.5 3 1.5

이국적이다. 6 3.1 15 7.7 7 3.6 6 3.1 22 11.3 24 12.3 6 3.1 3 1.5

화려하다. 1 0.5 3 1.5 42 21.5 48 24.6 20 10.3 20 10.3 2 1.0 4 2.1

혐오스럽다. 7 3.6 0 0 6 3.1 10 5.1 1 0.5 15 7.7 140 71.8 145 74.4

합계 194 100 195 100 195 100 195 100 195 100 193 100 195 100 195 100

<표 6> 갸루별 이미지 인식조사

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갸루호감도 차이 분석에서는,   
  



,

 로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관심도에

따른 갸루호감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미온적 반응을

보인 26.6%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긍정적 반응

(36.8%)과 부정적 반응(36.8%)이 동일한 비율로 나

타났다. 유행관심도와 갸루호감도에 대한 검정결

과,   
  



,  로 양자간에는 상관관계

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6>은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갸루별 이

미지 조사 결과로 각 갸루별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난 이미지를 살펴보면 고갸루-귀엽다(38.1%), 오네

갸루-섹시하다(43.1%), 시부야갸루-패셔너블하다(27.2%),

히메갸루-귀엽다(33.8%), 시로갸루-귀엽다 (33.3%), 비

갸루-패셔너블하다(25.1%), 오갸루와 야맘바는 혐오스럽

다는 의견이 각각 (71.8%), (74.4%)로 나타났다. 오갸루

와 야맘바를 제외한 갸루들에 대해서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

는 반면 오갸루와 야맘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이

상이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7>은 선호하는 갸루와 본인이 표현해보고 싶

은 갸루, 혐오감이 드는 갸루가 있다면 가장 우선순

위에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항문에 응답된

결과로 선호하는 갸루로는 오네갸루(73.3%)가 압도

적이었으며, 따라 해보고 싶은 갸루 또한 오네갸루가

64.6%로 가장 많았다. 가장 혐오감이 드는 갸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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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루종류 빈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오네 184 33.6 95.8

시로 159 29.1 82.8

시부야 59 10.8 30.7

히메 54 9.9 28.1

고갸루 52 9.5 27.1

비 36 6.6 18.8

야맘바 2 .4 1.0

오갸루 1 .2 .5

합계 547 100.0 284.9

참고: 연구대상은 180명이었으나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응답 빈도는 547로 나타나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

율의 합은 284.9%로 나타난다.

<표 8> 선호하는 갸루에 대한 의견

(n=192)

갸루종류 빈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오네 170 35.4 94.4

시로 133 27.7 73.9

히메 53 11.0 29.4

시부야 44 9.2 24.4

비갸루 38 7.9 21.1

고갸루 36 7.5 20.0

야맘바 5 1.0 2.8

오갸루 1 .2 .6

합계 480 100.0 266.7

참고: 연구대상은 180명이었으나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응답 빈도는 480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의 합

은 266.7%로 나타난다.

<표 9> 모방하고 싶은 갸루에 대한 의견

(n=180)

갸루종류 빈도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야맘바 191 36.0 100.5

오갸루 188 35.4 98.9

히메 53 10.0 27.9

비 50 9.4 26.3

시부야 24 4.5 12.6

고갸루 22 4.1 11.6

오네갸루 2 .4 1.1

시로 1 .2 .5

합계 531 100.0 279.5

<표 10> 혐오감이드는 갸루에 대한 의견

(n=190)

야맘바가 60.5%를 차지하며 오갸루(31.8%)보다 더

욱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갸루들 중 선호하는 갸루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갸루들 중 선호하는 갸루 3가지를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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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아이메이크업 빈도 퍼센트

스모키 메이크업 134 69.8

갸루 메이크업 58 30.2

합계 192 100.0

선택이유 스모키 갸루 전체

1)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아서 41 4 45

6) 좀 더 대중적이어서 26 1 27

2) 더 세련되어 보여서 20 3 23

3) 눈매가 더 강조되고 예뻐 보여서 19 14 33

8) 화장법이 더 쉬워서 6 0 6

4) 눈이 커보여서 3 18 21

5) 동양인에게 더 잘 어울려서 3 3 6

7)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0 11 11

합계 118 54 172

무응답 20

전체 합계 192

<표 11> 선호하는 아이메이크업과 선택이유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오네갸루를 선호하는 비율이 95.8%로 가장 많았고 오

갸루를 선호하는 비율은 0.2%로 가장 적었다. 전체

갸루들 중 본인이 표현해보고 싶은 갸루의 종류를 파

악하기 위해, 제시된 갸루들 중 모방하고 싶은 갸루 3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 응

답자중 오네갸루를 선호하는 학생은 94.4%로 가장 많

았고 오갸루를 선호하는 학생은 0.6%로 가장 적었다.

전체 갸루들 중 혐오감을 느끼는 갸루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혐오감이 드는 갸루 3가지를 다중 선

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 응답비율

중 야맘바가 10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로갸루

가 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고: 연구대상은

190명이었으나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응답 빈도는 531로 나타나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의 합은 279.5%로 나타난다.

스모키 메이크업과 갸루 메이크업 중 선호하는 아

이메이크업(eye make-up)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선택하였는데 스모키메

이크업을 선택한 응답자 118명중 41명이 선택이유를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표

11>. 그 다음으로는 좀 더 대중적이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는데 연구 대상자들은 갸루에 비해 스모키

메이크업이 더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갸루는 고갸루를 시초로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버블 추락 이후 암울한 경제상황과 더불어 원조교제

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파생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갸루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들 속에 표현양식과 방법 등이 발전․확산되었

으며 일본 패션문화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유

행의 생성과 소멸에 관계하는 트렌드는 각각의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며 트렌드의 생성과 추종

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 편리함

또는 자기 자신의 표현과 인정의 욕구, 정신고양의

욕구 등등이 영향을 미친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대변

하고 그들의 의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있는 갸루 또

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향력의 일정한 한계내에

서 다양한 트렌드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인간적

욕구들과 시간, 공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

들이 갸루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

로 국내에 갸루가 소개되었을 당시 대중들은 갸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했다. 그러나 불과 5년이 지

난 지금 미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갸루 인식

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3% 이상이 각각의 갸루의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



服飾 第61卷 7號

- 124 -

했고 그 외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도 45.4%에 이르렀으며 갸루메이크업을 선호하는 비

율도 36.8%에 달했다. 또한 오갸루(71.8%)와 야맘바

(74.4%)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오감을 느낀다고 응답

하였으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무조건적으로 갸루에

대해 배타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갸루메이크업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귀엽다, 섹시하다, 패셔너블

하다 등 긍정적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에는 민감하

게 반응하지만 수용함에 있어서는 좀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용학과 학

생들과 본인의 취향 및 선호도에 따라 스스로를 다

른 갸루로 구분하는 갸루사들의 행동의식을 분석해

볼 때 기존 문화에 있어서의 대중 수용자들은 문화

적 조류와 트렌드 등을 반영하되 관심분야나 취향에

따라 점차 분중화(分衆化)될 뿐 아니라 개중화(個衆

化)되어가기도 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에는 연중화(連衆化)되기도 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정희, 유태순31)은 현대 메

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 연구에서 “실험적

인 강한 충동의 산물인 데카당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추의 영역일부에 위치하는 주변적 산물로서 악

마적인 특성, 이국취향적 특성, 혐오적인 특성, 퇴폐

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는데 갸루메이

크업에서도 이러한 데카당스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20C 현대 메이크업은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변

형된 실험적인 추의 미가 부각되고 있는데32) 갸루

또한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을 통해 전형적인 미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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