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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face description in late Joseon Dynasty beauty paint-
ings. A total of 24 beauty paintings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of the late Joseon Dynasty genre of painting works.
The paintings were analyzed by the shape, color, and physiognomy of beauty trends from the components of women's
faces expressed in the works of arti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hape of the face components expressed
a round, curved and thin line. Colors were expressed through Obang-sack (a traditional Korean color). Also the phys-
iognomy of the late Joseon Dynasty's women was soft, wise, economical and brilliant. A round-forehead meant that eco-
nomical and virtuous housekeeper, thin crescent shaped eyebrows denoted women of wisdom and excellent sensitivity.
Single long thin eyelids and implied a women of longevity. A round curved nose were eager tobe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Small concave lips were desired eagerly by gentle and intelligent women. A curve face implied a subjective
women of insight and good memory. In conclusion, the late Joseon Dynasty beauty paintings expressed a traditional
Korean beauty face and a modern baby face. The data are useful for the aesthetic standards of modern through meaning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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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는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표현이다. 인간

은 누구나 미적요구를 간직하고 있으며, 미적체험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주관적 판단과 개인의 경험적 요소, 객관적·사회적

영향의 총체로서 정립되는 것이며, 시대적, 사회적 시각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의식에 대한 규정은 시대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미적 의식은 시대적 상황, 사

회적·경제적 조건, 지리적 풍토와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

화하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그 시대에 정형

화 되어 있는 미인상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

화적 특성과 생활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얼굴은

미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로 얼굴 구성요소

의 형태와 화장에 의한 색채의 변천과정에서 그 나라의 고유한

정서와 미적인 감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미의기준은 시대와 장소, 동서양의 문화권별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기준도 시대적 상

황과 유행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Choi(1998), Jung and

Lee(1998), Kim(1989), Lee and Song(1991), Song(1991) 등

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상고시대의 채화칠협에 나타난 인물

상을 살펴보면 눈썹이 굵고 진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그 시

대에 이미 정형화된 미의식이 작용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용

모를 가꿨음을 알 수 있고,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상에서 연

지로 치장하고 눈썹화장에도 신경을 써서 짧고 붕툭하게 그렸

으며, 지봉유설에서 달 형상의 눈썹을 누른빛을 바른 위에 그

린다고 하였고, 고려도경에 나타난 부인들의 화장에서 분만 바

르고 버드나무가지처럼 가늘게 굽은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렸다

고 했고, 조선시대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의 기

준은 옥같이 흰 살결, 가늘고 곡선형태의 눈썹, 숱 많은 머리,

복숭아 빛 뺨, 앵두 빛 입술, 흰 치아, 가는 허리의 여자로 나

타나 있다는 연구결과로 보아 시대에 따른 미적 표현방법의 변

화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화나 유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회화에 표현된 인물상은 당 시대

의 독특한 미적 양식과 미적 기준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그

시대의 삶의 구조적 의미가 예술적 표현성으로 투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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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는 인간의 삶을

묘사한 작품이 많은 것으로 풍속화란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들

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우리나라 풍속화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 것으로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신앙과 종교, 정치적 필요, 통속적인 생활상을 표현했다. 신앙

과 관련된 풍속화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삼국시대의

고분벽화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정치와 관련된 풍속화는 고려시

대의 빈풍칠월도류 회화, 삼강행실도류판화 등으로 제작되었으

며 통속적인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는 조선 후기부터 등장하

였다(Jung, 2000). 특히 조선시대 풍속화를 그린 화가들의 그림

의 소재로는 서민들의 생활모습, 미인도 등으로 당대의 삶의 현

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의 의, 식, 주와

같은 생활상과 미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그 속에 표현

된 미인화는 그 시대에 선호하는 여성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미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양반에서 기

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여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도록에 나타나 있는 조선시대 풍

속화를 그린 화가들의 미인화에 담긴 여인들의 얼굴을 각 구성

부분별로 분류하여 형태적인 미적 경향과 사용된 색채의 경향,

인상학적 경향을 분석하여 시대적인 미적기준을 고찰하고자 한

다. 조선시대의 미인화에 그려진 여인들의 얼굴 구성요소에 대

한 미적특성 분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기준을 통해 현대인

들이 추구하는 미의 기준에 끼친 영향력과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풍속화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주제로 하여 그려진 그림을 말한

다. 그 속에는 신앙·종교·정치·생활·사상 등 온갖 모습

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인간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으며(Jung, 2000), 당시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는 모습, 자

연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 당시 사회의 모습 등을 현실적이

고 사실적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학적으로 귀중한 자

료로 인식되고 있다(Lee, 2010). 우리나라에서 풍속화가 유행하

게 된 것은 18세기 영·정조 시대부터인 것으로 조선후기에

풍속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조선후기 풍속화의 기원으로는

첫째는 서민경제의 발달에 의한 향락생활의 추구와 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문화적 욕구의 확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둘째는 조선 초부터 국왕의 안일과 향락을 경계하고자 제

작한 ‘무일도(無逸圖)’와 중국에서 전래된 ‘경직도(耕織圖)’와

관련시켜 외국과의 교류에 의한 문화발달의 범세계적이고 보편

적인 시각에 기인하며, 셋째는 사상적 측면에서 조선후기 진경

산수화의 등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한 것으로 조선후기 사

회문화 전반에 팽팽한 긍지와 자신감이 조선의 자연과 조선인

의 삶을 그림의 소재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Shim, 2004). 따

라서 18세기 조선후기 풍속화가 탄생된 원동력은 자신의 문화

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속화에서는 서민의 삶이 중심이 되면서 기존회화에서 다

루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이 회화의 중심 내용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생활상, 기녀의 생활상, 남녀의 애정장면 등

여성과 관련된 생활상이 많이 다루어졌다. 특히 여성들의 실제

생활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것으로(Lee, 2010) 여성

들의 미용문화와 치장, 복식 등 그들의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들의 얼굴

에 대한 미적인 측면을 분석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로 사료된다. 

2.2. 미인화

조선시대 미인이 갖추어야할 요건은 삼태(三太), 삼소(三小),

삼흑(三黑), 삼백(三白), 삼홍(三紅)으로 아름다움은 시각을 통하

여 오는 느낌이므로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보고 평가하였다. 삼

태란 가슴, 둔부, 대퇴는 커야한다는 것이고, 삼소란 손, 발, 입

이 작아야 되고, 삼흑은 모발, 눈썹, 눈동자가 검어야 하며 삼

백이란 피부, 치아, 손이 백색이어야 하고 삼홍이란 입술, 뺨,

손톱은 붉은색이어야 미인이라고 하였다(Joe, 2007). 특히 조선

시대는 풍속화가 발달하였고 그 풍속화의 대상으로 여성의 얼

굴을 주제로 하여 그린 것이 많았다.

여성의 용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상의 대상으로 하는 회화

를 “미인화(美人畵)”라고 부르면서 회화 예술의 한 분야로 삼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의 특색이다(Park,

2010). 미인화는 18세기 후반부터 그려진 것으로 신윤복의 「미

인도」를 정점으로 풍속화의 새로운 주제로 정착되었다(Jung,

2000). 신체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힘의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계를 가장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현해 온 것

중의 하나가 여성의 미모로, 이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서 남성사회의 욕구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시대와 지역별 취향

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보여 왔다. 여성 미모의 기준과 조건은

남성사회의 욕망과 환상이 만들어낸 픽션으로 미인화는 타자화

된 여성의 미모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Hong, 2004). 미

인도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18세기의 쾌락주의와 향락

성향이 반영되어 당시의 멋과 관능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초상화와는 달리 인물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실성 여부

에 관계없이 단지 여인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선호하

는 여인상을 나타낸 것으로 미인도를 통해 그 당시 유행하였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Kim, 2009a). 따라서 미인화를 분석

한다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미적인 경향과 미인의 기준을 살펴

볼 수 있다.

2.3. 얼굴구조의 인상학적 분석

인상학이란 인간의 상을 관찰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Lee,

2002). 인상학에서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으로 개개인이 지닌

특성이 있으며 타고난 형태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판단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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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코 등 각 부위와의 균형이다(Lee et al., 2010). 얼굴은 각

부위별로 인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부위

에 따른 인상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마는 얼굴의 최상 부위를 차지하는 넓은 자리로서 얼굴 중

으뜸가는 곳으로 인상학에서는 이마를 매우 중요시 한다(Lee et

al., 2010). 이마를 보고 성격, 지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간관

계에서 윗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며 두둑하고 둥글며 넓어야 하

고 굴곡 없이 깨끗하고 빼어나야한다(Kim, 2002).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눈

을 보호해주며 얼굴의 윤곽과 눈을 두드러지게 하는 장식적 표

현 역할도 한다(Kim, 2009b). 관상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지능,

의지, 능력을 나타내며, 활이나 반달처럼 휘고 털이 유연해 모

질이 고운데다 흑 감색의 윤기가 있으며 눈보다 길어야 길한

눈썹이다(Kim, 2008).

눈은 만물을 관찰하고 감지하는 시각기관의 통칭으로 감찰

관이라고 하며 정신이 머무는 곳,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곳으

로 심상이 표출하는 부위이다. 눈의 모양은 가는 듯 길어야 하

며 양쪽이 똑같아야 한다(Kim, 2002).

코는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며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며

이미지를 결정짓고 개개인의 성품을 나타낸다(Huh, 2007). 코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아름다움, 자존심의 상징적 표상이며

관상학적으로 재물의 빈부, 신체의 강건상태, 성품의 형태를 나

타내는 것으로 모양이 두둑하고 길며 낮지 않고 살이 쪄 있으며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윤기가 있어야 한다(Kim, 2002).

입은 인상학에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입을 보고

생활력, 언어구사능력, 상하관계, 성격, 애정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부분으로(Kim, 2002) 이상적인 입술이란 아래, 위 입술이

통통하고 입 끝이 싹 올라간 형이다(Huh, 2007).

얼굴형에는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운명적인 요소가 많기 때

문에 과거의 경력으로부터 성격, 심리 상태까지 다양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Huh, 2007). 이와 같이 얼굴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인상학적 측면에서 좋은 인상과 운세를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문

헌과 도록(Chae &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1; Joe, 2009; Jung, 2000;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s, 2011)에 나타나 있는 조선후기 풍속화

에 담긴 여인들의 얼굴을 형태, 색채, 인상에 의한 미적기준 분

석을 통해 시대적인 미적기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풍

속화가 절정기에 이른 시기로써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자료는 조선시대 풍속화 화가 중 대표적인 화가로 불리고 있는

작가의 작품과 당대의 미인도를 그린 작자미상의 작품을 포함

해서 24점을 선정하였다. 작가로는 풍속적, 자태적 미인도를 그

린 김홍도, 해학적이며 춘의적 미인도를 그린 신윤복, 초상화적

미인도를 그린 채용신, 그리고 송수거사, 작자미상 등이다. 김

홍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 사실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 서민풍속을 다룬 것이 많으며 풍속화에 에로티시

즘을 처음으로 표현한 화가이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여성에 대

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여성을 꾸준

히 화폭에 담은 화가로 조선시대 화가 가운데 여성을 가장 잘

그리고 많이 그린 화가였다(Jung, 2000). 인물화가 채용신은 ‘팔

도미인도’라는 병풍에 조선 8도 미인의 전신상이 사실적으로 그

려져 있는 것으로 그 당시 각 지역 얼굴의 특징과 미인형을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이다(Joe, 2007). 조선시대에는 이상적인

여인상과 미인상으로 양분화 되는데 이상적인 여인상은 둥근

얼굴형과 건강한 골격을 갖춘 며느리 감의 여인이었고 미인상

은 흰 피부색과 가냘픈 몸매의 궁녀나 기생의 모습이었다(Yang

et al., 2005). 특히 조선후기는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차원에서 사

대부 선비들이 집안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남긴 예가 거의 없었

던 것으로 사대부 계층의 性과 俗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인도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사대부가의 여인의 초상화는 미

인도로서의 격조를 갖춘 것이 아니었다. 미인도들은 조선시대

회화에 등장하는 당당한 여인상으로 당대의 전형적인 여인의

풍속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Shin, 1998). 따라서 본 연구

에 사용된 24점의 작품은 여염집 여성이 그림의 대상이기 보

다는 주로 직업여성을 그린 것으로 이는 당대의 이상적 미모의

여인상을 그린 것으로 조선시대의 미인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Tables 1-3). 

조사방법으로는 작가별 미인화에 표현된 얼굴을 각 구성 요

소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형태적인 미, 색

채적인 미, 인상학적인 미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미인화 24작품은 조선후기의 작품들을 분

석한 것으로 18세기와 19세기라는 시대성에 따른 미인의 기준

과 각 화가들 간의 미인에 대한 미적표현에는 차이성 보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표현되었다. 얼굴 각 구성요소별 분석 결과 이

마는 시원하고 넓은 편으로 둥글거나 각진 형 이었으며, 눈썹

은 검정색으로 실처럼 가는 곡선형이며, 눈은 맑고 또렷한 눈

동자에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긴 눈매로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

았고, 코는 높지 않은 콧대와 코끝과 콧망울이 둥근 곡선이며,

입술은 작고 오목한 붉은색 이었다. 얼굴형은 부드러운 곡선형

이며 맑고 흰 피부를 가졌고 볼에는 붉은 색의 연지를 바르고

있었다. 각 화가들의 미인화 작품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미인들

의 얼굴에 표현된 미적 경향을 형태적인 미, 색채적인 미, 인

상학적인 미로 분류해 볼 수 있다(Tables 4-6).

4.1. 형태에 의한 미적 특성

표준형 얼굴의 이상적 프로포션을 살펴보면 얼굴을 가로분

할 3등분과 세로분할 5등분으로 나누어진다. 머리카락이 나는

경계부분에서 턱 끝까지를 얼굴길이라고 할 때 얼굴 부위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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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위치로 눈썹은 헤어라인에서 1/3지점에 있으며, 눈썹의

위치 다음의 1/3에는 콧망울, 나머지 1/3은 턱 끝이다. 얼굴 폭

은 세로분할 5등분으로 옆 헤어라인에서 눈꼬리, 눈꼬리에서

눈앞머리, 눈앞머리에서 반대 눈앞머리, 반대 눈앞머리에서 눈

꼬리, 눈꼬리에서 옆 헤어라인으로 1등분씩 분할한 것으로 눈

의 폭은 얼굴 폭의 1/5 간격이며, 콧망울은 눈썹머리와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넓이는 입술길이의 1/2이 적당하며 입술은 정면

을 바라보았을 때 눈동자 안쪽에서 내려오는 선에 위치하며 입

술의 비율은 위와 아래가 1:1.5가 이상적이다(Huh, 2007; Lee

et. al., 2010; Yang, et. al., 2005). 우리 선조들의 미인상에

대한 묘사법은 얼굴이나 체형 모두 크기나 외견상의 형태적 특

징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보는 쪽에서 받은 인상

적 호감 또는 쾌감에 의한 감성적 느낌을 대부분 자연의 주술

력이나 자연미에 비유해 간접적으로 형용한 것으로(Hong,

2004) 미의 기준은 옥같이 흰 살결, 가늘고 곡선형태의 초승달

같은 눈썹, 복숭아 빛 뺨, 앵두 빛 입술 등으로 기술하였다. 따

라서 현대의 미적기준을 제시하는 정확한 비례에 의한 형태미

표현방법으로 미인의 얼굴형태를 구분하지 않았다. 

미인화 24작품의 형태적인 미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시원하

고 넓으며 둥글거나 각진형의 이마와 실처럼 가는 곡선형의 눈

썹,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긴 눈매, 코는 코끝과 콧망울이 둥

근 곡선형, 입술은 작고 오목한 형이고 얼굴형은 갸름하고 부

드러운 곡선형으로 나타났다. 각 부위별로 나타난 형태를 살펴

보면 주로 둥근형, 부드러운 곡선형, 두껍지 않고 가는 형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우리나라 뒷동산의 능선, 한복소매의 선, 치마의 풍성한 선,

무덤, 초가지붕, 기와지붕 등 한국인의 살림살이를 둘러싼 자연

적·인공적 생활환경에서 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적 선

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정겨움과 포근함이며 분위기와 형상

에 따라 인공적 기교에 의한 직선과 은근하고 완만한 곡선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Lim, 2005) 직선보다는 곡선이다. 둥근

얼굴의 부드러운 이목구비의 사람들도 그 속에 곡선이 되어 살

면서 또 다른 정겨운 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Choi, 1993).

이는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기와, 전통 한복의 배래선과 도련

Table 1. Joseon-dynasty's beauty paintings

Artist Shin Youn Bok

Theme

(year)

Beauty painting

[美人圖:19C]

Secret love affair of a 

moonlight night

[月夜密會:19C]

They go out in defiance 

of night curfew

[夜禁冒行:19C]

Spring trip of young men

[年少踏靑:19C]

Beauty

paintings

Source

Coloring on the silk

[絹本彩色] 45.5×114.0.

Kan song mun hwa (2011), p. 62.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75.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77.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Shin Yoon Bok (2009), p. 87.

Artist Shin Youn Bok

Theme

(year)

Boat on a clean river

[舟遊淸江:19C]

The boy pick the red flowers

[年少剪紅:19C]

Have a nice picnic in spring

[賞春野興:19C]

Take a stroll on the chongru

[靑樓消日:19C]

Beauty 

paintings

Source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71.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64.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67.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Shin Yoon Bok (200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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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버선코 등 그 형태가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선은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적 형태와 얼굴의 미적인 형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미적형태에 투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4.2. 색채에 의한 미적 특성

우리민족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색채의

식을 가지고 있다. 음양오행의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뚜렷

한 사계절과 그에 따른 의식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민족의 색채의식이 형성되어 왔다. 음양오행에 따른 전통색은

단순히 색의 이미지적인 성격을 벗어나 의미중심적인 관념성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종교와 사상, 그리고 시대적 배경

에 따른 미의식이 오방색의 바탕 위에서 발전되었고, 그것이 오

늘날 우리의 색채의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민

족은 색채를 시각적인 멋보다 오행사상의 관념화된 의미와 상

징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오방색은 적색, 청색, 황색, 흰색, 검

정색으로 적색은 예(禮)를 나타내며 주술적 의미가 강하여 우

리 풍속에서 주로 잡귀나 병마를 막아내고 상서로운 기운을 뜻

하는 길조(吉兆)의 색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황색은 신(信)을 의

미하며 가장 존귀한 색이며 청색은 인(仁)을 의미, 흰색은 선(善)

과 고결한 정신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를 상징하며 의(義)를 뜻

하며 우리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하는 이유는 흰색의 아름다움을

담백하고 실용적으로 표현하였고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이고

검정색은 지(知)를 뜻한다(Lee, 2011).

미인화에 표현된 얼굴의 피부색은 흰색이며, 눈썹은 검정색,

볼과 입술은 붉은 색을 사용했다. 이는 여인의 얼굴에 사용된

색채도 오방색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혼례 시 신부의 얼굴에 표현된 연지는 붉은 색으로 액운을

멀리한다는 오방, 오행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Joseon-dynasty's beauty paintings

Artist Shin Youn Bok Kim Hong Do

Theme

(year)

Waiting for alcohol 

at aninn

[紅樓待酒:19C]

Listen to geomungo's sound 

and appreciate a lotus flower

[廳琴賞蓮:19C]

Do a dance with the

 two swords

[雙劍對舞:19C]

A beautiful woman with 

make up

[化粧美人:19C]

Beauty 

paintings

Source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Shin Yoon Bok (2009), p. 71.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70.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35.6×28.2.

Kan song mun hwa (2011), p. 74.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24.7×26.0.

http://museum.snu.ac.kr

Artist  Unknown Authorship SongsuGusa

Theme(year)
Beauty painting

[美人圖:19C]

Beauty painting

[美人圖:19C]

Beauty painting

[美人圖:18C末]

Beauty painting

[美人圖:19C初]

Beauty 

Paintings

Source

Coloring on the silk

[絹本彩色] 129.5×52.5.

A study genre paintings of 

Korean (2000), p. 408.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114.2×56.5.

A study genre paintings 

of Korean (2000), p. 406.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117.0×49.0.

A study genre paintings  

of Korean (2000), p. 347.

Light coloring on the paper

[紙本淡彩] 121.2×65.5.

A study genre paintings 

of Korean (2000),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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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상에 의한 미적 특성

인상학적인 측면에서 미인화의 얼굴 형태를 분석해 보면 이

마는 넓으며 각지거나 둥근형이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그 사람

의 성격과 사상을 담고 지적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둥

근 이마의 여성은 알뜰하고 남편 보필을 잘하며 생활관이 건전

하고 네모진 이마는 자립심이 강하고 강직한 성격이다(Kim,

2008). 눈썹은 가는 곡선형으로 초승달 눈썹이라고 하는데 관

상학에서 초승달 눈썹은 마음씨가 곱고 모든 면에 지혜가 뛰어

나며 뜻이 고상하며 감성이 풍부하고 청렴도가 높다(Kim,

2008; Kim, 2002; Lee, 2002). 관상학적 측면에서 가장 이상

적인 눈의 형상은 길이가 길고 눈매가 깊으며 빛나는 윤택한

눈을 말한다. 미인화의 눈은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긴 눈매로

관상학에서 볼 때 자손이 영달하고 장수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Kim, 2008). 코는 얼굴을 대표하는 곳으로 미관상 미모의 결

정적 포인트이며 관상학적으로 부귀, 빈천, 성격에 많은 운명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코끝에 살이 동그라니 풍만하고 피부색이

맑아 윤기가 흐르면 융통성이 많고 대인관계에 친밀감을 주며

호감을 받고 남을 위해 덕을 베풀며 재산도 모으고 일생 안정

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Kim, 2008; Lee, 2002). 특히 여성

의 코로서는 최상의 현모양처의 상으로(Kim, 2002) 미인화의

코는 이를 뒷받침 해 주 듯 코끝과 콧망울이 둥근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관상학에서 입술은 도톰하고 불그스레해야 일

생 의식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한다. 미인화에서 입

술은 작고 오목한 형으로 보통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표현하는

데 관상학에서 앵두 형의 입술은 마음씨가 온유하고 두뇌가 명

석하며 벼슬길에 오르고 재물도 쌓는 발전 발복하는 입이다. 특

히 작은 입은 결혼 후 가정을 지키는 정숙한 형이 많다(Kim,

2008). 미인화에서 얼굴형은 갸름하고 곡선형으로 이마가 넓고

머리가 둥글며 아래턱 부위가 타원형의 곡선을 그린 듯한 계란

형으로 관상학에서 이목구비의 조화가 반듯한 게 특징이며 냉

정하고 이지적이며 주관이 확실하고 통찰력과 기억력이 좋다

(Kim, 2008). 

미인화는 여성을 그리지 않았던 내외하는 세상의 조선시대

여성의 그림으로써 주로 직업여성이 대상이었지만, 이시대의 직

업여성 중 일류계층에 속하는 부류는 지, 덕, 체를 겸비한 여인

들이었다. 특히 중인계층의 화공들이 넘볼 수 없는 대상으로써

그런 여인을 화폭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Oh, 2006). 미인화에

표현된 얼굴 부위의 관상학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여

Table 3. Joseon-dynasty's Beauty Paintings

Artist Chae Yong Shin 

Theme

(year)

Beautiful woman of the eight provinces [八都美人: 19C末]

Gangreung [江陵美人] Pyongyang [平壤美人] Yeongam [靈岩美人] Cheongju [淸州美人]

Beauty 

paintings

Source Coloring on the silk [絹本彩色] 130.5×60. Sukji Chae Yoong Shin (2001), p. 124. 

Artist Chae Yong Shin

Theme

(year)

Beautiful woman of the eight provinces [八都美人: 19C末]

 Jangseong [長城美人] Gochang [高敞美人] Jinju [晋州美人] Hanseong [漢城美人]

Beauty 

paintings

Source Coloring on the silk [絹本彩色] 130.5×60. Sukji Chae Yoong Shin (2001),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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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전체적인 인상은 알뜰하고 마음씨가 곱고 온유하고 지혜

가 뛰어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주관이

확실한 이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인화는 그 시대의

여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선호하는 여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였

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선호하는 여인상은 외적으

로 표현되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함께 내적으로 표현되는 지, 덕,

체의 아름다움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미인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삼백(三白), 삼흑(三

黑), 삼홍(三紅)으로 피부, 치아, 눈 흰자위는 흰색에 가까워야

Table 4. Classification of facial components 

Forehead

Shape

Broad & round

Broad & square

Physiognomy
Round forehead : Economical and virtuous housekeeper 

Square forehead : Women of a strong self-reliance 

Eyebrow

Shape Thin & curve

Physiognomy Wisdom and excellent sensitivity 

Eye

Shape

Single eyelids's 

eyes of 

long & thin

s

Physiognomy Long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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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facial components 

Nose

Shape
Rounded nose 

of the curve

Physiognomy A wise mother and good wife

Lip

Shape
Small 

concave lip 

Physiognomy A gentle and intelligent

Face shape

Shape Round

 

   

 

   

 

   

 

   

 

   

 

   

 

 

 

 

 

  

 

 

   

 

   

 

 

  

 

 

 

 

 

 

  

 

   

 

 

  

 

   



92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6호, 2012년

되고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검은색이여야 하고 볼과 입술은 붉

은색이여야 했다. 조선시대 미인화에 표현된 미인형 얼굴의 이

목구비를 분석한 결과 이마는 시원하고 넓은 편으로 둥글거나

각진 형 이었으며, 눈썹은 검정색으로 실처럼 가는 곡선형이며,

눈은 맑고 또렷한 눈동자에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긴 눈매로 눈

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코는 높지 않은 콧대와 코끝과 콧망

울이 둥근 곡선이며, 입술은 작고 오목한 붉은색 이었다. 얼굴

형은 부드러운 곡선형이며 맑고 흰 피부를 가졌고 볼에는 붉은

색의 연지를 바르고 있었다. 

한국의 고유한 형태미는 직선이기 보다는 곡선으로써 전통

가옥의 기와 끝의 모양이나 한복의 도련, 배래선과 버선코의 모

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 미인화에 표현된 여인의

얼굴에는 눈썹모양과 눈의 모양, 코끝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곡

선의 형태미가 표현되어있고,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미는 오방

색으로 미인화의 여인의 얼굴이 흰색, 붉은색, 검정색으로 흰색

으로 표현된 피부와 붉은 색의 볼, 검정색의 눈썹에는 전통적

인 오방색의 색채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의 전통미에

요구되는 미적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당대의 이상형으로 표현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상학적인 측면에서 미인화의 여인

들은 현모양처의 인상으로 외적, 내적 미를 모두 갖춘 상이다. 

현대미인의 기준도 트랜드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전의 대표 미인들의 모습이 쌍꺼풀 있는 큰 눈과 높고 오뚝

한 코 등 또렷한 이목구비를 공통적으로 가졌다면 최근의 미적

기준은 달라졌다.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선이 가늘고 섬세한

얼굴선을 가진 동안형 외모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부드럽고 옆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으며 눈썹

Table 5. Classification of facial components (continued)

Face shape

Shape Round

Physiognomy  A definite subjective, insight and good memory

 

 

  

 

 

 

 

Table 6.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ce

Composition Aesthetic Characteristics

Shape beauty

Forehead Broad forehead, square or round

Eyebrow Thin and curve

Eye Single eyelids, long and thin 

Nose The nose is not high and rounded nose of the curve

Lip Small concave lip 

Face shape Round

Color beauty

Skin White

Eyebrow Black

Cheek Red

Lip Red

Physiognomy beauty

Forehead 
Round forehead means economical and virtuous housekeeper 

Square forehead means women of a strong self-reliance 

Eyebrow Thin eyebrows like the crescent means women of a wisdom and excellent sensitivity 

Eye Single eyelids's eyes of long and thin implied women of longevity

Nose Round nose of the curve means a wise mother and good wife

Lip Small concave lips desired eagerly women of a gentle and intelligent

Face shape Curve face implied women of a definite subjective, insight and goo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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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만하고 둥근 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친근한 눈망울에 쌍꺼

풀이 진하지 않는 동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According to

the trend”, 2010). Joe(2007)의 얼굴의 구조비에 의해 인상을

분류한 미인인상 결정표에서도 조선시대 미인화의 여인들의 모

습은 여성스럽고 한국적인 전통미 인상역 영역과 어려보이고 호

감형인 동안미 인상역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미인화

는 당대의 선호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한국적인

개성과 아름다움을 반영한 이상성을 담고 있어 미의 기준, 미의

식을 알 수 있으며 현대의 선호하는 동안형 미인기준에 근접해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전통미의 재해석에 의한 현대의 미

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시각적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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