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won University 2020. (A2020-19)
*Corresponding Author : Park. J. S(anima2929@hanmail.net)
Received April 28,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ne 12, 2020
Published July 28, 2020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와 사회적 여성성과의 
상관성 연구

- 미용학 전공 여대생 관점으로
박장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Modern 
Girl Hair Style and Social Feminine Performance

Jang-Soon Park
Professor, Beauty arts department, Songwon University

요  약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타인과 경쟁 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인생 설계를 위한 진취적 자조
론(自助論)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량을 겸비한 여성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920, 30년대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
서도 독립적이며 자주성을 표출한 모던걸이 구사하던 헤어스타일의 앞머리 커트, 아웃라인 표출, 층 단차, 질감 변화 
등 구성요소들과 사회적 여성성(女性性)과의 상관성을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헤어 트렌드의 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대사회 여성리더의 사고(事故)와 심리에 대한 표준화를 도출하며, 창조적인 미(美)의 발현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 주체로서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위한 초석(礎石)을 다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모던걸, 헤어스타일, 여성성, 창의성, 사회적 독립성

Abstract  In modern society, appearance is an important means of competing with others, and therefore 
it can not be neglected in social lif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odern society demands femininity which combines progressive self - help for designing 
a dignified and independent life and a new paradigm. Therefo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s 
such as bang cut, out line expression, layer step and texture change of modern style that modern and 
independent expressing independence and independence in the 1920s and 30s'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present a novel and innovative hair trend that can firmly establish 
the independence and social role of modern wome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derive the 
standardization of thinking and psychology of the leader of modern society,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femininity as a social subject that maximizes individual 
competence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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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이미지 변신 시 커다란 역
할을 담당하는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성격, 인격, 가치관
뿐만 아니라 당대(當代)의 문화를 대변하는 도구이다. 현
대사회에서 외모(外貌)는 타인과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
위를 점하는 중대한 수단이며[1] 패션(fashion)과 더불
어 시대적 가치관과 문화사조를 표출하는 도구이기 때문
에 사회생활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2]. 현대
인의 미(美)에 대한 본능적 지향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한 인간 본연의 기본 욕구이며[3], 비단 여성뿐만 아
니라 남성들도 욕구의 표출 수단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외모 치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4].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POP’와 함
께 ‘K-뷰티’의 열풍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급
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대산업의 커다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광속(光速)으로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시류(時流)와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본인의 인생을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설계하기 위
한 진취적 자조론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량을 겸비한 
여성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인 1930년대 유교적이고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고정관념과 봉건적 전통에 당당히 저항하면서 독립적이
며 자주성을 강하게 어필한 모던걸 집단을 표본으로 설
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대 사물의 공간인 백화
점, 문화의 공간인 다방과 같은 물질문명과 근대적 감각
을 함양한 모던걸의 양가적(兩價的) 행태에 초점을 둔 선
행연구[5]와 달리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의 관점으로 모던
걸이 구사하던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와 젠더 정체성인 
사회적 여성성과 상관성을 조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립에 기여
할 참신한 뉴 모드의 헤어 트렌드의 분석과 현대사회 리
더로서 여성 심리에 대한 표준화 제시가 가능하다. 그리
고 헤어 트렌드와 연계하여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설계하
기 위한 초석(礎石)을 다지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1920, 30년대 여성 미용사(美容史)
1920년대는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의 전통적 여성

상과는 판이(判異)한 모던걸들이 등장한 시기였다. 전 지
구적 현상인 모던걸의 등장은 남성 중심성에 대한 일종
의 도전성과 함께 근대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성(性) 차별적 사회의 지배담론은 모던걸을 기존의 전통
적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분방하며 일탈된 삶을 영위
하는 부류로 분류하였다[6]. 근대적 기능화의 여파와 신
여성(新女性)의 출현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증가하였고 미용사의 태동과 최초의 미용실 개설도 있었다. 
당시 미용실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뿐만 아니라 마사지
(massage), 모발 염색, 손톱 매니큐어까지 시술하였으며 
주요 고객은 대부분 기생(妓生), 멋쟁이 신여성, 영화배
우, 연극단 배우들이었다[7]. 퍼머넌트 웨이브 도입 초기
에는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 아이론(iron)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화력(火力)을 이용한 아이론으로 만든 웨이브는 
세발(洗髮)을 하면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발이 많이 
손상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서구에서 수입한 퍼머넌트 
웨이브 도구는 한 차례에 걸쳐 모발 전체를 웨이브로 변
신시킬 수 있는 편리한 장점이 있었다[8]. 전근대적인 헤
어스타일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던 트렌드는 1920년
대에 이르러 헤어 커트가 전체적 이미지를 결정짓는 단
발로 유행의 흐름이 변하게 되었다[9]. 이 밖에도 세미 업 
스타일(semi up-style), 지라시(chirashi), 링고 스타일
(lingo style)도 등장하여 당대 여성들은 즐겨 하였다. 

2.2 헤어디자인적 요소
헤어스타일은 각기 다른 헤어디자인적 구성요소들이 

지니는 시각적 특성들을 서로 조합시켜 단순한 아름다움
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완성체로 형성된다. 헤어
디자인의 구성요소에는 형태, 질감, 색상이 있으며 구성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은 헤어스타일의 전체적 이미지에 
중대한 시각적 매개체로 작용한다. 더불어 시술자의 내면
을 타인에게 표출시키는 비(非)언어적인 전달 수단의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한다[10]. 헤어스타일 분석에서 질감은 
모발의 움직임에 따라 시각적 이거나 촉각적인 느낌으로 
표출되며 역동적(avtivated), 비역동적(un-activated), 
혼합형(combination) 등의 질감으로 구분된다[11]. 헤
어 커트로 인한 모발 끝의 활동성 유무(有無)에 따라 질
감이 서로 확연하게 구별되며, 업스타일에서는 모발 표면
의 표현되는 패턴에 따라 질감이 구별된다[12]. 따라서 
모발 질감의 변화는 기본 성질에 따라 표현되기도 하지
만 물리적, 화학적 시술로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전체 이
미지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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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측정 도구의 구성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표출되는 구성요소들과 사회

적 여성성과의 상관성 연구를 위하여 2019년 11월 미용
학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을 조사 대상자로 설정하여 
모던걸 사진 10장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년, 연
령,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
하여 모던걸의 앞머리 커트, 아웃 라인 표출, 층의 단차, 
질감 변화 등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에 관한 인식 4문항 
등 총 8문항의 측정 도구로 구성하였다. 일제 강점기 모
던걸의 헤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에 관한 
인식 문항의 신뢰도(Cronbach_a)는 0.794로 0.7 이상
의 수준을 보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2 자료 분석방법
수령된 총 130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참여한 7부

는 제외를 시켜 최종적으로 123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
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패키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모던걸의 헤
어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에 관한 인식을 비
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은 명목형 변수에 대하
여 집단 간에 통계적인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통
계 검증방법이다. 

4. 분석 결과

4.1 앞머리(bang) 커트
동시대성(同時代性)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감각을 지닌 

물질문화의 상징적인 아이콘(icon)이었던 모던걸의 앞머
리 커트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여성성은 진취성 35.0%, 
사회적 독립성 28.5%, 자존감 21.1%, 창의성 15.4% 순
으로 나타났다. 1920, 30년대 일반여성들은 앞머리를 특
별히 커트하지 않았으며 멋을 부리던 일부 여성들은 가
르마를 타서 밋밋하게 하던지 세트(set)나 아이론으로 웨
이브를 내면서 앞머리 모양을 내는 수준이었다는 선행연
구[14]에 준거하여 당시 파격적으로 앞머리를 커트한 모
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적 진취성을 

우선으로 지각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 유무 확인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

시 결과 유의확률이 0.376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마찬가지로 연령대, 거주지 유
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은 각
각 0.073, 0.378, 0.246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0.05).

Self-est
eem

Initiati
ve

Social 
independenc

e
creativity χ²

(p)

All
frequency 26 43 35 19

9.692
(0.376)

ratio
(%) 21.1 35.0 28.5 15.4

1 Grade
frequency 14 14 15 6

ratio
(%) 28.6 28.6 30.6 12.2

2 Grade
frequency 4 8 9 4

ratio
(%) 16.0% 32.0% 36.0% 16.0%

3 Grade
frequency 6 12 10 5

ratio
(%) 18.2 36.4 30.3 15.2

4 Grade
frequency 2 9 1 4

ratio
(%) 12.5 56.3 6.3 25.0

20-23 age
frequency 23 30 28 17

11.561
(0.073)

ratio
(%) 23.5 30.6 28.6% 17.3

24-26 age
frequency 2 7 7 0

ratio
(%) 12.5 43.8 43.8 0.0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1 6 0 2

ratio
(%) 11.1 66.7 0.0 22.2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6 20 23 12

6.418
(0.378)

ratio
(%) 22.5 28.2 32.4 16.9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7 12 7 6

ratio
(%) 21.9 37.5 21.9 18.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11 5 1

ratio
(%) 15.0 55.0 25.0 5.0

single
frequency 25 39 35 17

4.149
(0.246)

ratio
(% 21.6 33.6 30.2 14.7

married
frequency 1 4 0 2

ratio
(%) 14.3 57.1 0.0 28.6

Table 1. Comparison of female sex differences in bang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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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
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

y
χ²
(p)

All
frequency 26 29 25 43

23.1
97

(0.00
06)

ratio
(%) 21.1 23.6 20.3 35.0

1 Grade 
frequency 15 7 11 16

ratio
(%) 30.6 14.3 22.4 32.7

2 Grade 
frequency 2 6 1 16

ratio
(%) 8.0 24.0 4.0 64.0

3 Grade
frequency 5 10 8 10

ratio
(%) 15.2 30.3 24.2 30.3

4 Grade
frequency 4 6 5 1

ratio
(%) 25.0 37.5 31.3 6.3

20-23 age
frequency 22 21 17 38

11.7
25

(0.06
8)

ratio
(%) 22.4 21.4 17.3 38.8

24-26 age
frequency 2 6 3 5

ratio
(%) 12.5 37.5 18.8 31.3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2 2 5 0
ratio
(%) 22.2 22.2 55.6 0.0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8 17 15 21

3.07
5

(0.79
9)

ratio
(%) 25.4 23.9 21.1 29.6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5 8 6 13
ratio
(%) 15.6 25.0 18.8 40.6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4 4 9
ratio
(%) 15.0 20.0 20.0 45.0

single
frequency 24 28 21 43

8.01
1

(0.04
6)

ratio
(%) 20.7 24.1 18.1 37.1

married
frequency 2 1 4 0

ratio
(%) 28.6 14.3 57.1 0.0

Table 3.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layer steps

4.2 아웃 라인(Out line) 표출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특성 중 아웃 라인 표출에서 조

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여성성은 진취성 33.3%, 
사회적 독립성 26.8%, 자존감 22.0%, 창의성 17.9% 순
으로 나타났다. 1920, 30년대 일반여성들이 애용한 헤어
스타일은 땋은 머리, 까미머리, 트레머리, 댕기머리, 첩지
머리 등의 롱 헤어로서 명확한 아웃 라인이 표출되지 않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모던걸의 헤어스타일은 역
동적이고 파격적인 아웃 라인을 표출하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은 시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진취성(進
取性)을 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결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Self-este
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

ce

creativ
ity

χ²
(p)

All
frequency 27 41 33 22

7.171
(0.619)

ratio
(%) 22.0 33.3 26.8 17.9

1 Grade 
frequency 14 13 14 8

ratio
(%) 28.6 26.5 28.6 16.3

2 Grade 
frequency 4 8 6 7

ratio
(%) 16.0 32.0 24.0 28.0

3 Grade
frequency 6 14 7 6

ratio
(%) 18.2 42.4 21.2 18.2

4 Grade
frequency 3 6 6 1

ratio
(%) 18.8 37.5 37.5 6.3

20-23 age
frequency 25 27 27 19

9.408
(0.152)

ratio
(%) 25.5 27.6 27.6 19.4

24-26 age
frequency 1 10 3 2

ratio
(%) 6.3 62.5 18.8 12.5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1 4 3 1
ratio
(%) 11.1 44.4 33.3 11.1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7 22 18 14

1.631
(0.950)

ratio
(%) 23.9 31.0 25.4 19.7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6 12 10 4
ratio
(%) 18.8 37.5 31.3 12.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4 7 5 4
ratio
(%) 20.0 35.0 25.0 20.0

single
frequency 26 38 31 21

0.463
(0.927)

ratio
(%) 22.4 32.8 26.7 18.1

married
frequency 1 3 2 1

ratio
(%) 14.3 42.9 28.6 14.3

Table 2.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out line length setting

4.3 층(layer)의 단차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층의 단차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당대(當代) 유행하던 땋은 머리, 까미머리, 트레머리, 
댕기머리, 첩지머리 등은 층의 단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
에 조사대상자들은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시대를 앞서
가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의성(創意性)을 많이 지
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학년 집단은 창의성
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64.0%로 타 학년에 비하여 높은 
반면 4학년은 6.3%로 낮았으며, 진취성과 사회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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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
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n

ce

creativi
ty

χ²
(p)

All
frequency 23 29 25 46

21.14
0

(0.01
2)

ratio
(%) 18.7 23.6 20.3 37.4

1 Grade 
frequency 17 7 10 15

ratio
(%) 34.7 14.3 20.4 30.6

2 Grade 

frequency 0 10 5 10

ratio
(%) 0.0 40.0 20.0 40.0

Table 4. Comparison of female sex differences in 
texture change

3 Grade
frequency 2 8 7 16

ratio
(%) 6.1 24.2 21.2 48.5

4 Grade
frequency 4 4 3 5

ratio
(%) 25.0 25.0 18.8 31.3

20-23 age
frequency 20 20 18 40

7.699
(0.26

1)

ratio
(%) 20.4 20.4 18.4 40.8

24-26 age
frequency 1 7 5 3

ratio
(%) 6.3 43.8 31.3 18.8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2 2 2 3
ratio
(%) 22.2 22.2 22.2 33.3

More than a 
metropolis

frequency 16 18 17 20

12.25
8

(0.05
6)

ratio
(%) 22.5 25.4 23.9 28.2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frequency 2 4 6 19
ratio
(%) 9.4 12.5 18.8 59.4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4 7 2 7
ratio
(%) 20.0 35.0 10.0 35.0

single
frequency 21 29 23 43

2.444
90.48

5)

ratio
(%) 18.1 25.0 19.8 37.1

married
frequency 2 0 2 3

ratio
(%) 28.6 0.0 28.6 42.9

부분에서 각각 37.5%, 31.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거주지 유형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p<0.05) 미혼 집단은 창의성을 느
낀 학생의 비율이 37.1%인 반면 기혼 집단은 한 명도 존
재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57.1%로 높게 나타났다.

4.4 질감 변화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질감 변화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당대 여성들 대
부분은 퍼머넌트 웨이브를 시술하지 않은 생머리이기 때
문에 부드럽고 매끈한 모발 질감을 지닌 자연 상태였다
는 선행논문[15]에 준거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파격적인 
웨이브를 선보인 모던걸 헤어스타일에서 창의성을 지각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
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2, 3
학년의 경우 자존감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각각 0.0%, 
6.1%로 매우 적은 반면 1학년과 4학년은 각각 18.7%, 
25.0%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학년은 창의성을 느낀 학
생의 비율이 48.6%로 타 학년에 비해 높았다.

5. 결론   

미용학 전공 여대생의 관점에서 본 모던걸 헤어스타일
의 구성요소와 사회적 여성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걸의 앞머리 커트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진취성 35.0%, 사회적 독립성 28.5%, 자존감 21.1%, 창
의성 15.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아웃 라인표출에서 조사대
상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성은 진취성 33.3%, 사회적 독립
성 26.8%, 자존감 22.0%, 창의성 17.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던걸 헤어스타일 층의 단차에서 느껴지는 여
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
회적 독립성 20.3%로 나타났다. 

넷째, 모던걸 헤어스타일의 질감 변화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창의성 35.0%, 진취성 23.6%, 자존감 21.1%, 
사회적 독립성 20.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용학 전공 여대생들의 인식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더불어 현대 여성의 자
립과 사회적 역할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
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헤어 트렌드의 제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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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대사회 여성 리더의 사고와 심리에 대한 표
준화를 도출하며, 창조적인 미(美)의 발현을 통해 개인 역
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 주체로서 자주적 여성성의 
정립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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