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세계화국제화가 진전된 남한 문화양상의 일례

로 한 개인이 기존에 소속된 문화권에서 남한 문화권으

로 처음 진입할 때에 신체 특징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이주민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에서 남한 주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

른 두 문화는 선호하는 커트의 형태, 모발의 색상, 퍼머

넌트 웨이브의 형태, 메이크업 스타일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

해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을 구상하고 표현하며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복잡하고 심오한 차이 

때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용문화는 

집단 사회의 생활양식 중 하나로 집단의 종교적, 도덕

적, 철학적 의미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관념, 고정관념, 

그리고 그 시대에서 추구하는 이상들과 욕구가 뒤엉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상의 표현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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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이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을 위한 외모관리

행동은 남한사회 문화적응을 위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속한다. 외모관리행동이 집결된 미용문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적 관습의 주요한 영역으

로 분류되므로 이주민은 남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용

문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남한은 ‘단일 민족’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다양

한 출신의 이주민들, 혼혈인이 남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주민들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본래 남한 주

민과 동일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나 복합적인 이유

들로 북한을 벗어난 후 남한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이다. 

또는 생활고, 사상적, 정치적 망명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난민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학술적으로 다양한 견해로 엇갈

리나 그들이 남한 문화에 적응하는 생활 속에서 복잡하

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정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생활적 어려움을 그들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외모관

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단절된 채 70년이 넘는 세월 속

에서 사회구조 및 경제수준의 차이, 상호간 정보유통의 

제한 등의 원인으로 서로의 문화적 괴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으로 남성 

여성 모두에게 부과되는 외모관리가 헤어 행동, 메이크

업 행동, 피부 관리 행동, 의복 행동, 몸매관리, 성형수

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과의 외모관리 

행동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차이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에 방해가 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모관

리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매체, 언론 매체 등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외모관

리행동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헤어행동에 대해 분석

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헤어스

타일에 대한 적응이나 인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

였다. 둘째, 향후 통일 상황 시 남북한 두 미용문화의 

융합을 대비한 것에 기여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2. 북한의 생활상 

2.1 경제동향

해방 전 일제의 기관, 일본인 소유의 조선 상업자본

은 80%에 달하였으며 1945년 해방 후에 사라진 일본

의 공백을 민간상인들이 채워나갔으나 한반도의 경제

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원리에 의거하여 구성된 비시장경제 시스

템을 통해 식민지 경제의 편파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재화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서 식민

지 경제 여파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의 삶에 필

요한 여러 재화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몫을 나누며 향유

할 것인가를 집단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2]. 그러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민간상업

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 국

영상업과 협동조합 상업의 유통점유율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식량유통 경우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현물의 

형태로 직접 분배를 받으며 노동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국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식

량과 생필품을 배급하지 못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

을 위해 북한을 벗어나 최대 10-40만 명의 북한이탈주

민이 발생하였다[3].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농민시장과 골목시장에서 밀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시장과 골목시장은 거대 암시장으로 변

화하였다.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은 폭등하였고 북한 

중앙당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

면서 이중가격과 차익거래가 나타났다. 농민시장은 해

방이후부터 북한 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시

장 체계였다. 단, 이윤의 목적이 아닌 북한 내 소규모 

소비재시장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필요한 것을 나

누는 장소의 의미였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오던 경제악화를 탈피하고자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목적은 첫 번째, 극단적인 화폐

개혁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완화. 두 번째, 일부 사유재

산의 소유를 인정하여 성과급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도모 등 이 있다. 세 번째, 화폐 개혁을 통한 가격 

현실화이다. 개혁 이전 식량 및 생필품의 암시장 가격

과 중앙당 가격의 차이로 개인이 국가물자 횡령을 통해 

암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차익거래를 유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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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북한 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만 하였

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이중가격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당 가격을 암시장 가격에 근접시켰다. 이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

회적 수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4]. 

1990년대 후반부터 단행된 화폐 개혁은  2005년까

지 수정 및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신흥부자들이 등장하였다. 부(富)의 양

극화현상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식량

난을 겪고 있지만, 고위층이나 신흥부자들 사이에는 쌍

꺼풀과 주름펴기 및 가슴확대 수술 등의 ‘미용성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5]. 미용실 역시 일률적인 임금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동일한 근무 시간 

내에도 고객을 더 많이 시술하려고 경쟁하는 ‘지명쟁취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등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의 북한 경제 동향은  한국은

행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0.5%, 2015년 

-1.1%, 2016년 3.9%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대북 제

재의 영향으로 2017년 -3.5%, 2018년 -4.1%로 감소

하였다. 2019년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증가로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소폭 증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북한 당국이 북

한 내부의 구체적 상황에 관해 발표하지 않았으나 무역

통계지표로 판단할 때 대북 제재의 영향과 코로나 쇼크

의 영향이 가중되어있을 개연성이 크다. 

2.2 미용현황

북한의 직업은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

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선택한다

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성과 출신성분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 번 정해진 직장은 임의로 옮기기 어

렵다.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이며 주 1회 휴무이고 정년

은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55세이다. 물론 휴가제도

나 연금제도등도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 그러

나 북한 주민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상의 의미 즉, 생필품을 배급하는 곳이

란 역할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북한의 미용실은 미용, 이용, 목욕, 세탁업 등을 포함

한 ‘편의봉사실’’로 리·동마다 1개소씩 있으며 각각의 

이·미용실에는 보통 3-4명, 큰 곳은 10여명 정도의 이·

미용사가 근무하고 있다. 재료공급난과 인력부족 등 여

러 상황으로 인해 소도시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미용실은 드물지만 평양의 창광원, 하신목욕탕 미용실, 

대동교 미용원, 문수원, 북새원 등은 유명한 곳이다.

이·미용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생이나 

기타 기업소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각 시·군

별로 1년에 1회 이상 이발 강습소와 미용 강습소에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며, 매년 9월 평양에서는 북한 최

고의 미용기술 경연장인 ‘전국 이발 및 미용부문 경기’

를 펼쳐지기도 한다[6].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

선신보사에서 발간하는「월간 조국」에 대회 우승자인 

원정희 공훈미용가를 소개하였는데 그녀는 평양과 대

동강구역의 ‘미용기술전습강습소’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미용사와 머리단장’, ‘부인머리단장’ 등의 책을 

펴낸 바가 있다[7]. 북한 내에서 미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은 양호한 편이며, 여성 미용사가 거의 대부분

이다. 북한 미용사들과 미용실에 관련 된 김정은 집권 

이후 국내 공개 자료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beauty articles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un's ruling Kim Jong-un

key word main content resources

hair 

❐ 2020.02.28. According to an article in Democratic Chosun in the North Korean cabinet, "women 

prefer short hair, ponytail, and pigtails, which are simple and concise hair styles.

❐ It's recommended not to grow hair because it increases the amount of nutrients that the human 

body consumes. 

❐ In the case of those who are recommended, short hair such as Graduation hair design is 

recommended. 

Yonhapne

ws

2020.02.29

. 

hair salon

❐ 'Meali", a North Korean foreign media outlet, introduces the scalp care service of a beauty salon in 

Ryu Gyeong-Jang saolon, Pyongyang future scientist street. 

❐ Introducing servies for removing dandruff and dead skin cells and preventing hair loss. 

❐ Exhibited various types of hair loss prevention shampoos and hair dyes that do not damage the scalp 

at the 2019 Pyongyang National Cosmetics Exhibition. 

❐ 2012.09 According to "Chosun's Today's", Kim Joug-un refers to the "circulating head protection type 

ozone dryer" installed in the health recovery room. 

Maell Business 

News Korea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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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1. List of beauty articles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un's ruling Kim Jong-un

key word main content resources

hairstyle 

❐ 2019.04.21. The Workers' party Newspaper, an agency of the Northe Korean Workers' party, presents 

womes's "desirable hairstyles" by age group

❐ In society, "the virgins who have entered the society or the women who are just married" are "long 

hair style as the basis, and various kinds of bangs", and college students are presented with short or 

braided hair. 

❐ Middle-aged women are urged to pursue brittle, medium-length hair, and elderly women are urged 

to pursue neat and hygienic short hair. 

❐ North Korean authorities operate barber shops and beauty salons under license and regulate the hair 

of residents. 

❐ However, North Koreans who are not satisfied with the hairstyles approved by the "illegal hair salon" 

operated in the dark. 

Hankookilbo

2019.04.22. 

beauty salon 

❐ South Korean reporters who visited Pyongyang to cover the South-North Unification visited the beauty 

salon on the 1st basement floor of the Koryo Hotel in Pyongyang. 

❐ Beauty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meaning shampoo, 'washing, nourishing hair, and 

dry hair 

❐ Products used in beauty salons are North Korean products, Japanese products, and Vidal Sassoon products. 

Kukminilbo

2018.07.05. 

hair designers

❐ Introducing beauty salons at Pyongyang futuristic street beauty salon 

❐ calling hair designers the gardeners who shape our style. 

❐ Propose that both men and women can only use hairstyles belonging to the hairdresser's signboard. 

❐ Hair designers at the beauty treatment center interviewed recently that women in their twenties 

prefer short hair. 

Sbs

2018.07.03. 

3. 북한 여성의 헤어스타일 

3.1 2000년 이후부터 김정은 정권 2012년 이전 북

한 여성 헤어스타일 

2000년 이후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 북한 여성 헤어

관련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인 박은주의 북한 미

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8]. 박은주(2009)는 

북한 간행물 「조선여성」과 「조선의 민족전통」을 통해 

북한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한 결과 북한 여성들은 

조선옷(한복)에는 일자머리나 쪽머리를 주로 하였고, 

양장에는 조발머리, 옥수머리, 수국화머리, 생머리 홇음

조발머리, 파마머리등을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하였다. 정리하면 Fig 1, Fig 2와 같다. 또한 기존에 모

발손상이 심한 전열파마나 화학파마를 대체한 증기파

마기를 북한 간행물「경공업」에서 소개되어졌다고 하였

다. 증기파마기의 구조는 Fig 3과 같다.

wave of hair Heavy Stratification Set Hair short hair

Flow Type Wavelengt h hair Middle-tier cockpit set hair

Fig 1. Hair style appeared in North Korean publication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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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hair type

Squadhead type 

Fig 2. Hair style appeared in North Korean publication

「Ethnic traditions of Korea」

Fig 3. Steamer construction shown in North Korean 

publication 「Light Industry」

3.2 김정은 집권 2012년 이후 북한 여성 헤어스타일

3.2.1 매체에서 나타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여성 헤

어스타일 

북한에서는 머리단장을 아이들은 생기 있고 복스럽

게, 청년들은 담차고 기백이 넘치게, 처녀들은 날아가듯

이 우아하게, 부인들은 정갈하고 현숙하게, 늙은이들은 

무게 있고 노숙하게 인품을 돋워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 해방 후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큰 변화 없이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처녀들은 한 가닥으로 땋은 댕기 

머리형식의 외태머리와 양갈래로 나뉘어 땋은 쌍태머

리를 주로 하였고 기혼녀들은 족진 머리형을 선호하였

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말 파마머리가 보급되면서 

처녀들은 땋은 머리나 부인들의 쪽진 머리 등 종전의 

머리형이 점차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

게 되었다[10]. 김정은 집권 이후 김여정, 리설주, 현송

월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었다. 주로 김

여정은 단발머리에 단아한 머리띠를 착용해 머리를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기는 스타일 또는 집게핀을 이용해 머

리를 반만 올려 묶는 스타일을 선보여왔다. 리설주는 

김정은 집권 초기 짧은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2016

년 이후부터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앞머리에 쇄골 기장

의 긴 머리를 집게핀을 이용하여 머리를 반만 올려 묶

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현송월 또한 리설주와 동일

하게 옆으로 넘기는 앞머리와 반만 올려 묶는 헤어스타

일이 나타나며 리설주와 달리 북한 여성의 대표적인 헤

어스타일 포도형이 특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여정, 

리설주, 현송월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면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또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에서 나타

난 북한 여성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제비형, 나비형, 

포도형, 갈매기형, 물결형, 날개형, 봉우리형, 파도형 등

이 있으며 짧은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길이도 어깨를 살

짝 덮는 정도에 그친다.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2. Kim Yo-jung hairstyle in the media

2019.03. visited Vietnam 2018.02. The 3rd Inter-Korean Summit 2014.03.09. Korean Central Television 

wearing a headband on the straight head 

of the shoulder length 

tie up half of the clavicle long hair with a 

forceps pin
Low ponytail tied to the nape of the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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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 Sol-ju hairstyle in the media

2018.09.20. Pyongyang summit 2013.10.10. Korean Central Television 2012.09.03. Korean Central Television 

Bundle half of the long straight hair under 

the collarbone with a hairpin 
short cut form Wolf cut shape of shoulder length

Table 4. Hyon Song-wol hairstyle in the media 

2020.11.16. Korean Central Television 2019.03.01. North Korea-U.S. summit 
2018.04.03. Inter-Korean Joint Performance 

Rehearsal 

Bundle half of the long straight hair 

under the collarbone with a hairpin
Bundle it up in half with a millet grape-type permanent wave hairpin under the collarbone. 

Table 5. Women's hairstyle featured in North Korean beauty salon.

Swallow ty Butterfly type Wing type Peak type

A blended design with a high 

graduation layer with shrt hair 

style. o

Permanent wave treatment with 

one-length cut, graduation, and 

layered design in short hair style. 

After the design is cut in a 

medium cut type and mixed with a 

graduation and layer, it's finished by 

drying in the reverse direction. 

The short hair type is used to form 

a volume on the top, and the 

bangs are cut asymmetrically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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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5. Women's hairstyle featured in North Korean beauty salon.

Surf Type seagull type grape type Wave type

Layer it with a long hairstyle 

and finish with an outer curl 

after a thick permanent wave 

of the rod. 

As a short hair style, it's a 

design that mixes medium 

graduation and layers, and 

finishes with volume drying by 

erection the bangs. 

As a long hairstyle, after layer 

cutting, use a medium-sized 

rod to perform permanent 

wave treatment, and finish 

with a semi-tied hairstyle. 

After cutting the long layer 

with a long hairstyle, repeat C 

curl and S curl continuously to 

perm and dry in a wave 

shape. 

3.2.2 탈북자를 통해 본 헤어스타일 

통일부의 공식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새터민’이

라고도 불리는 ‘탈북자’들은 여러 경로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로 해마다 증가하였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해 북한은 국경 봉쇄에 가

까운 철저한 통제로 북한이탈주민자의 수가 현저히 줄

어들었다[11]. 북한이탈주민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실

생활을 듣고자하였으며 남한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하

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중 탈

북자 5명의 구술내용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요

약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North Korean defector interview’

classification gender(age) interview'

A female(50s)

❐ When Kim Il-sung took office, dyeing for gray hair was possible, but color dyeing such 

as brown could not be one without the dye itself. 

❐ Color hair dyeing is also possible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but it is criticized 

if it becomes too obvious. 

B female(50s)

❐ Before the influx of south Korean dramas, the daily necessities used by the first 

Koreans in Japan were considered to be of the highest quality. At that time, many 

Chinese products were imported, but the best products were considered Japanese 

products. 

C male(40s)

❐ When I went to a beauty salon in South Korea, I used a lot of tools to cut, but North 

Korea cuts using only one scissors. Also, in South Korea, the iron is called "Maggi" 

and is called Gode. As the first Koreans began to use Gode, the residents alos began 

to use it.

D male(30s)

❐ There are people who go to the haridressers appointed by the party but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air do it at home. It is also known as a cooperative, but each has a 

specialty in a house that cuts hair well, a house that is good at perm, and a house 

that is good at dyeing. 

E female(20s)

❐ Since the Kim Jong-un era, South Korean dramas have come on CD and USB, and 

they have followed the trend of South Korea rather than the trend of China. Following 

South Korean hair, torch hair*, puppy hair**, and perilla leaf hair***is in fashion.

*torch hair: Mohican style male hair 

**puppy hair: Hair with strog C curls on short hair 

***perilla leaf hair: Bangs that smoothly pass the bangs into a 2:8 shape.

4. 결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관련 선행연구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 여

성 헤어스타일을 중점으로 북한 미용산업을 연구하였

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이질화 된 헤

어용어를 분석 및 해석을 하여 동질성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자료에 보탬

이 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의 용어는 같은 역사, 

같은 말과 글, 그리고 같은 생활풍습을 가지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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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반세기이상을 다른 상황에서 살아왔고 특히 남북한 

당국이 추구한 언어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미용용어도 

상당부분 상이했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 유학자, 해외물

품 밀수를 통하여 일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폐쇄 된 

북한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본능적 욕구는 존재

하였고, 시기별로 유행성이 있었음을 매체를 통해 활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민을 통제하려는 당은 지나치게 긴 머

리 형태나 염색시술을 한 여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국내 보도자료 속 북한 미용교육 현황은 훈련기관인 미

용술 보급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적

인 월급제에서 능력에 따른 수당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들에게 실제 상황을 인터뷰한 

결과 당에서 지정한 편의시설의 미용실을 이용하기 보

다는 ‘협동조합’처럼 이루어진 일반 가정집에서 시술받

는다고 하였다. 파마 약은 북한 자체 개발 약품, 남한 약

품, 해외 약품 등 지불하는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본 연구는 여러 여건을 직접 북한 방문하여 연구하

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북한의 미용에 관한 선행연구

가 미비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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