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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rct

Modernization drastically changed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and Japan. A classic case that shows this

is the appearance of the term ‘Hyangjang (香粧)’. This paper investigated the background to the formation

of the term Hyangjang (香粧), and reviewed the aspects of cosmetic culture that changed with the emergence

of Hyangjangpum (香粧品), or cosmetics containing perfume.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erm Hyang-

jang (香粧)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Hirano (1899), a literature published in the Meiji period in Japan,

and that the new term Hyangjang (香粧) had been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advanced Western syn-

thetic perfume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techniques for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The term Hyangjang (香粧) and cosmetics containing perfume, or Hyangjangpum (香粧品) were then intro-

duced from Japan to Korea. In Korea, the term ‘Hyangjang (香粧)’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an adverti-

sing copy written by Hyeon Hui-un, a pioneer of the Korean modern theater movemen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t that time, cosmetic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were releasing cosmetic pro-

ducts that contained perfume that stimulated a women's desire to purchase them by emphasizing ‘fragrance’

in their advertising. Existing public tendencies to regard a fragrant smell from a made-up face as vulgar were

changing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fragrance were also changing. The appearance of Hyangjangpum (香

粧品) indicates that the existing cosmetic culture revolving around visual sense changed into a complex cos-

metic culture involving olfaction. This change in culture is significant in that it heralde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towards cosmetic culture that uses increase combinations of different senses including

touch, taste, and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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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에게 있어서 화장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빼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토우

등의 유물 및 여러 문헌 등의 기록에서 볼 때 인류는 구

석기 무렵부터 화장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을

비롯한 몸 전체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신을 새기는 등의

시각 중심의 화장행위는,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장행위 또는 신분이나 지위를 표현하거나 악을

물리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Kim, 1995). 이러한 화장행위가 갖고 있던 다양

한 사회적 의미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

어 왔다. 비단 타인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돋보이고자 하

는 인간 내면의 욕망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물론이고, 최

근에는 화장의 심리적인 효용이 밝혀짐에 따라 노인성

치매, 우울증, PTSD 등에 대한 효과나 면역기능을 높이

기 위한 테라피로 이용되기도 한다(Ishida, 2001).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으로부터 근대적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화는 미

의식의 변화와 함께 화장품 제조방법이나 화장기법 면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장

품에 대한 향료의 도입이다. 근대적인 화장품에서 향료

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향장(香粧)’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

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향장이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화장품’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로 ‘향장학’, ‘향장학과’, ‘향장학회’, ‘향

장품 시험법’ 등과 같이 학술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근대를 전후한 화장문화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

각 중심의 화장에서 오감, 그 중에서 특히 후각을 가미

한 화장문화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 근

대시기 한일 양국의 화장 관련 용어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각 용어들의 형성과 유입과정 및 당시의 사회

적 배경을 살펴보고, 2) 양국의 화장문화에 대한 통시적

인 고찰을 통하여 시각 중심의 화장에 후각적인 요소들

이 결합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한국과 일본의 문헌 및 실증자료에 대한 조사범위는

다음의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화장 관련 용어,

특히 ‘화장’, ‘화장품’, ‘향장’, ‘향장품’ 등이 등장하는 시

기를 특정하고 당시의 시대상과의 대조분석을 통한 화

장문화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대를 전후한

시기의 간행물 목록, 문학작품,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

였다. 특히 화장품 관련 광고의 경우는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 등을 통하여 당시의 미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

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의『도쿄일일신문』(東

京日日新聞, 1872~1943, 마이니치 신문의 전신)과『도

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888~ 1940, 아사히 신문

의 전신)의 화장품 광고, 한국의『황성신문』(皇城新聞,

1898~1910)이나『동아일보』(東亞日報, 1920~2017) 등

에 실린 화장품 광고의 상품명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

Table 1. A scope of data survey on Korean and Japanese documents

No. In case of Korean documents In case of Japanese documents

1

National Library of Korea (K1)

- DB of the publication list from modern times to

today

Digital Library of National Diet Library (J1)

- DB of the publication list in modern times (Yeongildaeyeoksajeon

[英和對譯辭典] included)

2

Korean History of Information Center, Mediagaon

(K2)

- DB of Korean History Information Integration Sys-

tem

- DB of old newspapers

Modern language corpus of NINJAL (国立国語研究所, Kokuritsu
Kokugo Kenkyujo) (J2)

- Full texts of 3 magazines (Taiyo, Meiroku, Kokuminno-Tomo)

(Year in 1874-1925): About 15,690,000 letters

- Full texts of 3 women magazines (Year in 1894-1925): About

2,100,000 letters

3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3)

- DB of comprehensive Korean classics

National Literature Research Data Center (J3)

- Gojeonmunhakdaegye (古典文學大系), Gojeonseonjipbonmun (古

典選集本文), Gojiruiendaegye (古事類苑大系), Hanasibondaegye

(噺本大系) (Year in 712-1914)

4 Advertisement related to cosmetics (K4) Advertisement related to cosmetics (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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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화장미용 관련 제조업체, 관련 단체 등의

텍스트 자료 및 시각자료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향장 용어의 성립

‘香粧(koushou)’라는 용어의 성립 배경에 대하여 기술

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Tamura and Hirota(1990)와

Nozaki(2013)를 들 수 있다. Tamura and Hirota(1990)는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것이 최

초로 등장한 문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또한 Nozaki(2013)는 ‘향장품’과 ‘화장품’

이라는 용어가 공존하게 된 계기와 용어 사용의 구분을

사용자와 제조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

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이다. ‘化粧(keshou)’라는 용어는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불교 용어인 ‘仮相(kesau)’에서

유래되었으며(Tamura & Hirota, 1990), kesau>kesou/ke-

shau>keshou의 형태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고, 한국에는

개화 초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 1987). 이

처럼 ‘향장’과 달리 화장의 어원과 유래는 한국과 일본

문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각 용어들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사

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화장문화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및 사회문화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향후 연구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본의 어휘사전『다이

지센(大辞泉)』(大辭泉 [Daijisen], 1999)에는 ‘香粧’은 ‘향

료와 화장품’, ‘香粧品’은 ‘향료나 화장품의 총칭’이라

고 기술되어 있으며 한국의『표준국어대사전』(Doosan

Dong-A Co., Ltd, 1999)에는 ‘향장’은 표제어로 등재되

어 있지 않으며, ‘향장품’에 대하여 ‘향료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곧 향장 또는 향장

품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기존의 단순한 시각 중심의 화

장에 비해 향료가 강조된 광범위한 새로운 화장의 시대

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 향장과 관련하여 향기감성을 테마로 한 연구들

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Koh(2006)에서는 향을 이

용한 요법, 즉 아로마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에 대하여 고

찰하였고, Lee(2013)에서는 기초화장품에 있어서의 향

료의 함유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향료 함유가 구매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계속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들 연구는 근대 이후의 화장문화가 후각적

감각이 복합된 화장문화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

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과거의 화장문화의 변화 양상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을 비롯하여 후각

으로, 더 나아가 촉각(예를 들어 ‘보송보송한 피부’ 또

는 ‘촉촉함’ 등)이나 미각 등 보다 다양한 감각을 복합적

으로 활용한 형태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시각적 화장과 후각적 화장

1) 시각적 화장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시각적 화장이란 외관에 드러나

는 표현을 위해 선이나 다양한 색상 등 시각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화장을 말한다. 인간에게는 시각적

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 자기 자

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적 화장

행위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사람의 얼굴이나 손에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는 자연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

호 또는 위장하거나, 신분, 계급, 종족, 성별 등의 구분

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im, 1995).

또한 고대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왕비(BC 1370 ~1330)의

흉상<Fig. 1>과 세티1세(BC 1358~1279)의 벽화<Fig. 2>

를 통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은 눈 화장을 짙게 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치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햇빛이나 모래바람으로부터의 보호와 신으로부

터 보호를 받는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다. 따라

서 시각적 화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미적 가치뿐만 아

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후각적 화장

시각적 자극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만드

는 측면이 강한 반면 후각적 자극은 이성적 판단을 하

기 이전에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감

정에 먼저 영향을 준다. 즉 좋은 향은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기분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상태

에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후각적 자극은 시각적 자극에 비해 보다 원초적인 감정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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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장품에 있어서 향료는 제품 사용자의 이미지

를 만들어주거나 제품의 상품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좋지 않은 원료의 향을 가려주는 마

스킹(Masking) 작용을 한다(Lee,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한 화장을 후각

적 화장이라고 정의한다. 후각적 화장은 기존의 시각적

화장에 좋은 향을 가미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불안감

이나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만족감

이나 자신감을 유발하고, 대인적으로는 주위 사람에 대

한 적극성을 높여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사회심리적인 효과를 배가시킨다. 최근에는 후각

적 화장의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응용하여 메이크업 테

라피로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시각적 화장

에 후각적 요소 등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어 심리적인

효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화장품은 법규상(「화장품법 [The Law on Cosm-

etics]」, 2016)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

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

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기능면

에서도 화장품은 시각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이고, 향료

제품은 후각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이나 실제로는 이 둘

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화장품이 향의

우열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므로 향료와 관련이 없는 화

장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장을 하는 목적은 화장

품에 의한 시각적인 몸치장만이 아니고, 화장할 때에 감

미로운 향기를 즐기며 좋은 향취로 불쾌한 체취를 제거

하고, 또 향기를 풍겨 남에게도 상쾌한 기분을 주는 데

있다(Jeon, 1987). 따라서 근대 이전과는 달리 향료는 화

장품의 중요한 성분이 되는 등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

에 현대 화장은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III. ‘향장’ 용어의 성립과 유입

1. 일본에서의 ‘향장’

본래 일본에서 ‘화장품’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脂粉(sh-

ihun), 粉黛(huntai) 등의 한자어가 사용되었는데, 脂粉이

란 연지(紅, beni)와 백분(白粉, oshiroi)을 가리키며, 粉黛

는 백분과 눈썹먹(眉墨, mayu-zumi)을 가리킨다. 이외에

도 거울(鏡, kagami), 빗(kushi), 눈썹 자르는 가위(握り箸,

nigiri-basami) 등의 화장도구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이와 같은 화장도구류의 수입이 활발해

지고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이들 전체를 대

표하는 총칭으로서의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사

용되고 있는 ‘化粧品(keshou-hin)’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

것이다(Nozaki, 2013). ‘化粧品’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化粧具(keshou-gu)’나 ‘化粧

料(keshou-ryou)’와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 경합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영일대역사전류에 대한 조

사에서 확인되는데 그 결과를 시대순<Table 2>으로 살

펴보면, 1888년까지의 영일대역사전에서는 총칭으로서

의 ‘cosmetic’에 대한 적당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여 ‘화

장에 사용하는 것, 백분류’로 기술하고 있으나 점차적으

로 ‘化粧具’나 ‘化粧料’ 등이 등장하다가 1915년 이후에

는 ‘化粧品’이라는 용어가 이들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근대어 코퍼스(J2)의 여성

잡지 3종(1894~1925)에 대한 검색결과 ‘化粧品’은 총 4회

사용되었으며 그 최초 연도는 1909년으로, 당시 ‘化粧品’

이라는 용어가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점차

단어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1915년 출판된

사전류에 등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비

하여 대역사전류나 잡지류의 기록에서 ‘香粧’이나 ‘香粧

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었다. ‘香粧’이

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문헌은 이미 Tamura and Hi-

rota(1990)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1899년 한다

Fig. 1. Nefertiti.

From Jang. (2016).

http://navercast.naver.com

Fig. 2. Seti I and 

Hathor.

From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2014). http://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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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서점[半田屋書店]에서 출판된『香粧品製造法』<Fig. 3>

이다. ‘香粧’은 이 문헌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의 기존 화

장품이 아닌 유럽의 cosmetic 제품(향료 및 미용)의 제조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후 ‘香粧’이 기록된 주요 문헌은

『香料及香粧品』(Japan. Noshomusho Shomukyoku, 1912)

와『欧米諸国に於ける石鹸香粧品等の製造情況』(Tokyo

Municipal Institute for the Promo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TMIPCI], 1930)로 역시 서양의 cosmetic 관련 제

품의 제조와 관련되어 있다.

‘化粧’, ‘化粧品’, ‘香粧’, ‘香粧品’ 중 일본의 근대 이

전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化粧’뿐이다. 일본의

국립국문학연구자료관 DB(J3) 조사결과<Table 3>를 살

펴보면 일련번호 1~2는 ‘化粧’의 현대 일본어에서의 음

가인 keshou의 옛 형태이며 일련번호 3~5는 ‘化粧’이라

는 한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어원으로서의 한자어들이다

(古語辞典 [Kogojiten], 1994). 조사범위 내에 한정되기는

하나, 즉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化粧’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45년 성립된 문헌이 최초이다. 이

러한 사실을 근거로 미루어 볼 때 ‘化粧’이라는 단어는

이미 중세시기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화장도구 및 재료

를 총칭하는 ‘化粧品’ 또는 ‘香粧’, ‘香粧品’이라는 용어

는 근대에 들어 관련 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만들어졌

거나, 또는 영일대역사전류의 등재어에서도 확인되는 바

와 같이 화장 관련 상품들이 수입됨으로써 cosmetic(s)에

대한 번역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향장(香粧)’은 단어의 구조상 ‘化粧’이라는 기존 용

어에서 ‘化’ 대신 ‘香’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당시 일본

에서 ‘化粧’이라는 기존 용어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

운 개념이 생겨났거나 유입되었고 이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는

Hirano(1899a)의 본문 내용 대부분이 향료와 관련된 항

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化粧’이 포괄

Table 2. Translated words on cosmetic (s) in the English-Japanese bilingual dictionaries (英日對譯辭典類)

No. Dictionary name
Year

published
Translated word

1

English-Japanese subject dictionary 1885

What is used in makeup.

White classification (白粉類)

English-Japanese bilingual dictionary 1885

Match-up English-Japanese dictionary 1885

Diamo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1888

2 Shanghai English-Japanese unabridged dictionary 1892 Makeup Appliance (化粧具), Paint and powder (脂粉)

3 New English-Japanese dictionary 1901 What decorates a face, Paint and powder (脂粉)

4 New-translation English-Japanese dictionary 1902
Cosmetic preparation (化粧料),

Paint & powder (脂粉) and others are implied.

5 Inoue-Hidekaz unabridged dictionary 1915
Cosmetics (化粧品) (Paint & powder, beauty wash

(美顔水), etc), ‘kosmechikku’, Paint and powder (脂粉)

6 Idiom-centered English-Japanese-Chinese dictionary 1918 Cosmetics (化粧品) of making skin good

7 New English-Japanese unabridged dictionary 1929
‘kosmechikku’, Cosmetics (化粧品),

Paint and powder (脂粉)

8 Essential English-Japanese dictionary 1949
(For skin and hair) Cosmetics (化粧品),

‘chikku’ for beautiful hair

Fig. 3. Hyangjangpum manufacturing

method (香粧品製造法).

From Hirano. (1899b). http://kindai.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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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이란 바로 ‘香’이었던 것이다.

즉 ‘香粧’은 ‘향(香)’과 ‘장(粧)’이 결합된 형태이며, ‘향’

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의미의 ‘후각적 화장’

을, ‘장’은 기존의 ‘시각적 화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향장’

본래 한국에서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용어로 ‘지분(脂

粉)’, ‘분대(粉黛)’, ‘장렴(粧奩)’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현대의 화장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는 ‘지분’으로 연지와 백분을 가리킨다. 예전에는 화장

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지와 백분이 화

장품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총칭하는 용어

가 지분이었다. 백분과 눈썹먹을 가리키는 ‘분대’ 역시

화장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화장품과 화장용구(경대, 빗, 빗치개, 거울 등)를 아울

러 가리키는 ‘장렴’이 있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화장’ 및 ‘화장품’,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향장’

및 ‘향장품’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이들 용

어의 국내 유입 또한 일본과 관련이 있다.

국내 문헌에서 ‘향장’이라는 용어는 동아일보(“참다

운화장품 [Chamdaun Hwajangpum]”, 1922)에 실린 경성

미용원의 ‘미용백분과 서울분’ 광고에서 최초로 찾아볼

수 있다. 이 광고에는 “참다운 화장품, 향장품 연구소 창

제, 경성미용원 실험품”이라는 문구<Fig. 4>가 실려 있

는데, 경성미용원은 일제강점기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

인 현희운(1891~1965)에 의해 만들어진 미용원 겸 화장

품 제조회사였다. ‘향장’ 용어는 그가 일본 유학 뒤 편집

책임을 맡아 발간한 여성잡지인『부인』1922년 7월호에

도 등장하는데 “조선에 처음 있는 향장품 연구소”라는

제목 하에 “미용술, 향장품 연구소, 경성미용원”이라는

광고문구<Fig. 5>가 실려 있다(Shin, 2011).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부인』1922년 10월호에서 ‘향장품’과 ‘화장

품’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보다도 원료를 선택하여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값을 적게 하는 것을 목적으

로 만드는 것이고, 향장품이라는 것은 원료는 물론이지

만 그 중에서도 향료를 선택하여 값을 표준으로 하는 것

보다도, 물건을 표준으로 하여 만드는 것”(“미용강화(美

容講話) [Miyongganghwa]”, 1922, p. 63)이라고 기술하

고 있다. 따라서 당시 향료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화장

품 품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국내 소장자료 중 ‘香粧’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이미 언급했던『香粧品製造法』의 제4판<Fig. 6>인

데, 정확한 유입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를 통하

여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도서관(1923~1945)

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총

독부신서부분류표>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 문헌 중 ‘화장품’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황성신

문(“煉麝香 [Yeonsahyang]”, 1901)에 실린 연사향(煉麝

香)이라는 화장품 광고<Fig. 7>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化粧品’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

기 전에 ‘化粧具’나 ‘化粧料’가 함께 쓰였는데, 국내 문헌

에도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화장구’에 대한 기록

은 찾을 수 없으나, 당시 일본 화장품 회사인 구라부는

동아일보(“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bun]”, 1924)

에 자사의 백분을 “신시대(新時代)에 적응(適應)한 순(純)

진(眞)한 화장료(化粧料)”라고 광고<Fig. 8>하였다. 특기

할 만한 것은, 동신문의 1925년 10월 30일자(“化粧品의

科學的用途 [The scientific use]”, 1925)에서는 “구라부 화

장품본점(化粧品本店)”<Fig. 9>이라고 쓰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국한문체 중외일보(“朝鮮人創製 [Joseon people's own

creation]”, 1929)에는 “조선인 창제, 신화장료 삼호(朝鮮

人創製, 新化粧料三好)”라는 광고문구가<Fig. 10> 사용

Table 3. DB search results of the national literature research data center (J3)

No. Word of having been used
Establishment period

of document
Document of having appeared for the first time

1 けさう [kesau] Year in 1006 Seupyuhwagajip (拾遺和歌集) Sipiryeon (十二戀)

2 けしゃう [kesyau] Year in 930-1068 Gongsumuleo (空穗物語) Chochu (初秋)

3 假相[kesau/kesyau] Year in 855-869 Sokilbonhugi (續日本後紀)

4 仮(假)裝[kesau/kesyau] Year in 1104-1108 Gangdamcho (江談抄)

5 仮(假)粧[kesau/kesyau] Year in 1583-1657 Wonpyeongseongsoegi (源平盛衰記)

6 化粧 [kesau/kesyau/kesyou] Year in 1645 Mochwicho (毛吹草) Ryukdong (六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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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면, 동 신문의 1929년 9월 24일자(“三好化粧品活躍

[Samho Hwajangpum]”, 1929)에서는 “삼호화장품(三好

化粧品)”<Fig. 11>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도

당시 완전히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적어도 ‘화장료’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당시 한국에서는 ‘향장품’과 ‘화장품/화

장료’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장

품’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일본

화장품업계조합에서 메이지 30년(1897년)에 화장을 하

는 도구들의 총칭으로 ‘화장품(化粧品)’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Houshiyama, 2014),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들을 국내로 들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Fig. 4. Seoulbun (서울분).

From 참다운화장품

[Chamdaun Hwajangpum]. (192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5. Gyeongseong

Beauty Parlor

(京城美容院).

From Shin.

(2011). p. 354.

Fig. 6. Hyangjangpum 

manufacturing method (香粧品

製造法) of the 4th version.

From Hirano. (1909).

http://kindai.ndl.go.jp

Fig. 7. Yeonsahyang (煉麝香).

From 煉麝香

[Yeonsahyang]. (1901).

http://www.bigkinds.or.kr

Fig. 8. Hwajangryo (化粧料).

From クラブ(구라부) 白粉

[CLUB Baekbun]. (192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9. Hwajangpum (化粧品).

From 化粧品의科學的用途와文化的使命 [The

scientific use and cultural mission of cosmetics]. (1925).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0. Samho

Hwajangryo (三好化粧料).

From 朝鮮人創製 [Joseon

people's own creation].

(1929).

http://www.bigkinds.or.kr

Fig. 11. Samho

Hwajangpum (三好化粧品).

From 三好化粧品活躍 [Samho

Hwajangpum makes a great

advance]. (1929).

http://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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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 ‘구라부(クラブ)’와 ‘레토(レ

ート)’는 개화 초기 한국에서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펼쳤

다. 이를 계기로 ‘화장’과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서도 대중적인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Kim, 2014).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던 지분이나 분대는 새롭게

유입된 크림, 백분, 비누, 향수 등 다양해진 신식 화장품

을 나타내는 명칭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향장 용어 전후의 화장문화

1. 시각적 화장의 양상

일본의 근대 이전의 화장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헤이안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헤이

안 시대 화장문화의 주요 특징이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

지기 때문이다. Kim(2013)에 따르면 당시의 귀족들은 백

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칠했으며 계급 표현의 수단으로

눈썹을 뽑고 이마 위쪽에 새롭게 눈썹을 그렸다. 이런 눈

썹화장은 상류 계급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궁정 귀족 계

급의 남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하였다. 또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나 문헌들에서 연지로 붉은 화장이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술은 크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초

보구치(おちょぼ口)’라고 하여 원래 입술보다 둥글게 표

현하는 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귀족사회에서 여성이 성

인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를 검게 물들이는 흑

치 풍습이 있었다. 즉 헤이안 시대의 화장문화는 백분, 연

지, 눈썹화장, 흑치와 같은 시각적인 화장이 대부분이었

으며 이 중 눈썹을 밀고 새로 그려 넣는 눈썹화장과 이

를 검게 물들이는 흑치는 일본 특유의 화장으로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졌다. 중세 시대(1192~1603년)로 접어들

어서도 무사를 중심으로 백분을 바르고 흑치와 눈썹화장

이 역시 성행하였으나, 에도 시대(1603~1867년)에는 결

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성만 눈썹화장을 하는 것으로 축

소되었다. 흑치의 경우는 성인식 연령에 맞추어 이루어

졌는데 헤이안 시대에는 8~9세, 그 후 13세, 17세로 연령

이 올라가 에도 시대 중엽 이후에는 결혼할 때야 이를 검

게 물들였다(Murasawa, 2007/2010).

‘香粧’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메이지 시대(1868~1912)

는 일본이 근대 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였다.

즉 정치 ·경제 ·외교 ·산업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국

가적으로 대대적인 개조를 시작하여 확대해 간 시기였

다(Yi, 2011). 당시 유입된 서양 문물은 일본의 미의식에

도 영향을 미쳐 기존의 화장풍습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본 전통화장에 대한 서양인들의 거부감도 이러한 변

화의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수많은 외국인들이 남긴 기행문, 일

기, 일본 문화론 등에 남아 있는데, 이에 메이지 정부는

1868년과 1870년에 ‘다이조칸 포고(太政官布告)’를 내려

궁중에 출사하는 사람들과 화족(華族)들에 대하여 ‘이

를 물들이거나<Fig. 12> 눈썹을 미는 것<Fig. 13>’을 야

만적인 풍습이라 하여 금지시켰다. 1873년에는 쇼켄 황

태후[昭憲皇太后]<Fig. 14>가 솔선하여 흑치와 눈썹을

미는 것을 그만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오랜 세

월 동안 일본의 화장법으로 자리 잡았던 특이한 풍습들

은 점차 사라졌다(Murasawa, 2007/2010). 다시 말하면,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던 일본의 전통

적인 시각 중심의 화장문화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와 맞물려 ‘香粧’이라는 용

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이전의 화장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고려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고

려가 신라의 정치 ·경제 ·군사제도를 비롯하여 문화와

생활관습마저 계승하였으며, 화장문화의 특징도 그대

로 조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려도경』(Seo, 1124/

1998)에 의하면 당시 기생의 분대화장은 교방에서 화장

법을 배워 분을 하얗게 바르고 눈썹을 가늘고 또렷하게,

머릿기름을 듬뿍 바른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분대’라

는 용어는 기생의 상징이자 별칭으로도 쓰였다. 이에 비

하여 여염집 부인들은 ‘향유를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은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않는’ 등 기녀들과 구

분되는 엷은 화장을 추구하였다. 즉 고려시대의 화장은

백분, 눈썹화장, 연지가 있었으나 신분 계층에 따라 전

혀 상반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발전하였고 이런 특징

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Jeon, 1987). 조선에는 유

교사상과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상 사대부가의 여인들

에게 점잖고 운치 있는 용모를 종용하여 진한 화장을 금

지시켰다. 이런 이유로 기생과 궁녀 등 직업여성들의 상

징으로 여겨진 분대는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염집 여인들은 평소에는 화장을 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었고, 손님을 맞을 때나 나들이 할 때는 기녀

들과 구분되는 엷은 화장을 했다. 이렇듯 미인상과 화

장문화도 신분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다(Hong,

2002). 조선시대의 일반 계층 여성의 화장법을 일본의 전

통화장과 비교해 보면, 백분이나 연지화장, 눈썹화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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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으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의 엷은 화장으로 일본과 같이 얼굴 전체를

하얗게 칠하거나, 흑치를 하거나 또는 눈썹을 뽑고 다

시 그리는 등의 강렬한 시각적인 화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일본의 경우 일반 계층에서도 적극

적으로 시각적인 화장을 추구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

의 일반 계층에서는 적극적인 시각적 화장은 기피되었

다고 할 수 있다.

2. 후각적 화장으로의 변화

19세기 서양에서 후각혁명이 일어나 향이 감정과 관

능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이전까지의 고대사회에서 향과

향료는 종교와 의학의 영역에서 주로 거론되었다(Kim

& Park, 2015).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향장’은 후각적

인 요소인 ‘향’과 시각적인 요소인 ‘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후각적 화장으로는 ‘훈향’과

‘향낭’을 들 수 있는데 훈향은 방충과 향기를 위하여 향

을 태운 연기를 의복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향낭은 여

러 종류의 향료와 약재를 화합(化合)하여 만든 향을 주

머니에 넣어 신체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일본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향을 이용한 유희문

화인 ‘향도(香道)’가 성행하였다. 불교적 색채가 강했던

일본에서는 불교 의식 중 하나로 향료를 입에 넣거나 몸

에 발라 정신과 신체를 정화시키는 ‘도향(塗香, zukou)’

관습도 있었는데, 인도 불교에서 전래한 종교적인 행위

로, 이는 향으로 신체를 장식하는 ‘향장’ 행위, 즉 후각적

화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전까지 화장용으로 사용되었던 향료를 살펴

보면 ‘갑향(甲香)’, ‘정향(丁香)’, ‘사향(麝香)’, ‘용뇌향(龍

腦香)’, 영릉향(零陵香), 난향(蘭香)과 같은 천연향료가 사

용되었으나(Lee, 2011; Lee & Chun, 2012) 다양하게 응

용되지는 못하였고, 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

다. 예를 들어 미분은 쌀이나 보리로 만들었는데,『제민

요술(齊民要術)』에 따르면 제조과정에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물로 씻어내거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정향을 넣

어 향분으로 이용하였다(Jia, 6C/2006). 백분은 쌀이나 보

리 등의 곡물류, 조개껍질이나 진주 등의 패류[胡粉], 분

꽃 등의 초목류가 주원료였기 때문에, 곡물류나 패류를

이용한 백분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또 피부에 대

한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물이나 납[鉛粉], 수은 등

으로 반죽했기 때문에 금속성 냄새도 있었다. 즉 일반적

인 전통 백분류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났으며 이것은

화장품에 합성향료가 응용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서양에서 발달한 합성향료는 일본의

화장품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Hirano(1899a)에는

합성향료를 이용한 백분(유향백분, 장미백분, 향근백분

등)의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22가지

의 향료가 응용된 화장품 제조법을 나열하고 있다. <Ta-

ble 4>는 Hirano(1899a)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

에 이용되는 향료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즉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화장품에 합성향

료가 응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시세이도[資

生堂]’의 화장품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HI-

SEIDO”(2013)에 의하면 시세이도는 1897년 밀기름(밀

Fig. 12. Blacking the Teeth.

From Unseen Color.

(2016). https://issuu.com

Fig. 13. Eyebrows tattoo.

From Story of Obusuma Saburo, emaki.

(13C). http://www.emuseum.jp

Fig. 14. Empress Syoken.

From Empress Haruko.

(1870). http://www.ala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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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과 참기름을 혼합한 것)을 개량하여 시세이도의 첫 번

째 헤어오일인 ‘야나기이토코[柳糸香]’를 개발하였다. 야

나기이토코 제품에는 버드나무 향이 첨가되었고, 이는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1917년

에는 국화, 등나무, 프림로즈(Primrose) 등의 꽃에서 영

감을 얻어 시세이도의 첫 번째 향수 ‘하나쓰바키(Hana-

tsubaki, 동백꽃)’를 출시하였으며, 다음 해인 1918년 시

세이도는 우메(Ume, 매화)와 후지(Fuji, 등나무) 등의 향

수도 출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시기의 일본 화장품은 향료를 적극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후각적 화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

다. <Table 5>는 1872~1912년 사이에 발간된 도쿄일일신

문과 도쿄아시히신문의 광고에 실린 화장품 목록(Taka-

hashi, 1985) 중 백분의 상품명을 분석한 것으로 1872~

1877년 사이에는 일간신문에 화장품 광고가 실리지 않

았던 기간이다. 화장품 광고가 실리기 시작한 1878년 이

후 10년간의 화장품(백분) 광고를 보면 총 7개의 상품

중 4개의 상품에 ‘-향’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이 기간

중 총 37회에 걸친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그 중 20회가

‘향’을 강조한 상품에 대한 광고이다. 즉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백분’의 용도는 희고 고운 피

부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향’

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와 그 이후의 25년

간의 광고를 비교해 보면, 메이지 초기의 화장품에서 ‘향’

이 중요한 이슈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한편 고려시대의 향문화는『고려도경』에 의하면 “부

인들은 비단 향낭을 여럿 찼는데, 향낭을 여러 개 패용

할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유층의 여인들은 난초를

넣어 삶은 난탕(蘭湯), 즉 향수에 목욕함으로써 부드러

운 피부와 함께 늘 몸에서 향내가 나도록 하였다”고 기

술하고 있어서 애향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재가승의 출가법 팔계재(出家法

八戒齋) 중에는 도식향만(塗飾香鬘) ·부저화영락(不著華

瓔珞) ·불향도신(不香塗身) ·불착향훈의(不著香薰衣) 등

의 항목이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화려하고 사치

스러워진 경향이 고려시대에 일부나마 더욱 사치스러

워져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부 계층

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체나 머리카락 또는 의복

에 향료를 뿌리거나 발라 향내가 스미게 하였고, 갖가

지 보석 장신구와 화장을 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

찰에서 이러한 차림의 신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진한 화장과 더불어 향문화 역시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장과 애향관습에

대한『고려도경』의 기술과 출가법 팔계재의 기술이 서

로 상반된 이유는 고려여인들의 치장이 신분에 따라 달

랐기 때문이다(Jeon, 1987). 일례로 기생들의 경우 향을

애용한 나머지 조정향(助情香)을 먹기까지 하였는데, 고

려가요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중에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약든 가슴을 맞추

어 보고자 하나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향을 복용한

사람을 포옹함으로써 조정(助情)을 기대한 것이다(Han,

2004).

Table 4. Flavors in Hirano (1899a)

Classification Flavors of being used in manufacturing Hyangjangpum (香粧品)

Flavoring vegetable medicines Cassie, Pine apple, Angelica, Anise, Basil, Bay, Benjamin, Citronella, Elemi, etc. (90 kinds)

Animal flavors  Ambergris, Castor, Hyraceum, Musk, Civet (5 kinds)

Chemical products  Aether, Chloroform, Benzin, Alkohol, Alloxan, Ammoniak, Agar-Agar, Glycerin, etc. (27 kinds)

Table 5. Analytical results of product names in the powder advertisement of having appeared in Japanese daily

newspapers (1872-1912) (J4)

No. Period
Total no. of

products

No. of products

named for its fragrance

Total no. of

ads

No. of ads for products

with fragrance-based name
Example

1
Year in

1872-1877
- - - -

2
Year in

1878-1887
7 4 37 20

Oksuhyang (玉垂香)

Rosehyang (ローズ香)

Buyanghyang (婦養香)

Seonnyeohyang (仙女香)

3
Year in

1888-1912
33 0 4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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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애향관습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

어져 생활관습과 화장문화의 차이를 가져왔다. 먼저 생

활관습을 살펴보면 선비들은 독서할 때와 시를 지을 때,

차를 마실 때, 손님을 맞을 때 으레 옷을 단정히 가다듬

고 향을 살랐다. 특히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는 사향을

두고 난향의 촛불을 켜서 분위기를 한껏 돋우기도 하였

다. 궐내 여자들은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 향낭(혹은 향

집, 향갑)을 반드시 패용하였는데, 일례로 상궁은 줄향

을 치마 속에 찼다. 여염집 여자들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향낭을 즐겨 찼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향낭에

수술과 매듭을 달아 노리개화함으로써 상용 장신구가

되다시피 하였다(Han, 2004). 즉 신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향관습이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 폭

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가분이 초기

에 향료를 넣지 않은 것은 얼굴에 향내가 나면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되던 당시의 사회풍조 때문이었다.”(Kor-

ean Cosmetic Association [KCA], 1986, p. 23)라는 기술

을 볼 때, 이러한 생활관습의 경우와 달리 화장문화에 있

어서의 ‘향’은 기피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시각적 화장과 후각적 화장 모

두에 대하여 일본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서양의 발달된 합성

향료를 화장품에 응용하기 시작한 일본의 화장문화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소개한 일

본 화장품 회사인 도쿄다나카카오도[東京田中花王堂]의

연사향 광고(“煉麝香 [Yeonsahyang]”, 1901)를 살펴보면

‘백분과 더불어 사용하면 잡티를 없애주고 피부가 윤택

해지고 위생적이며, 향이 뛰어나 심신을 상쾌하게 해 준

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ホーカー白粉 [Hooka Baekbun]”, 1919)에 선보인

일본 화장품 호오카 백분은 ‘복욱(馥郁)한 방향(芳香)’,

‘유아한 향기’의 광고문구<Fig. 15>를 선보이는가 하면

레토(レート)는 동아일보(“レ-トポマ-ド 레도포마드 [Re-

to pomade]”, 1926) 포마드 광고<Fig. 16>에서 ‘최신식연

향유’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화왕비누는 동아일보(“花

王石鹸 화왕비누 [Kao soap]”, 1927)<Fig. 17>에서 “말할

수 없이 좋은 향기”가 나는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리지나루 향수’(“原料香水 オリジナル 오리지나

루 [Raw material perfume Origina]”, 1924)<Fig. 18>는

‘향수계의 왕’, ‘세계의 명화(名花) 38종의 좋은 향기를

교묘히 조화’, ‘보통 향수에 비하여 30배의 농도’ 등의

광고문구를 통하여 다채롭고 농도 짙은 향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당시 일본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화장품류

에 ‘향료’를 첨가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써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도 향을 강조한 제품을 출

시 ·광고함으로써 일본 화장품 회사와 경합하였는데,

1916년 국내 최초로 상품등록을 한 화장품 ‘박가분’의

경우 처음에는 향료를 첨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약

간의 사향 냄새가 나도록 품질개선을 하였다(KCA, 1986).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동아일보(“玲瓏한月容

[For a clear and bright beautiful face]”, 1921)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의 명월백분 광고<Fig. 19>에는

Fig. 15. Hooka.

From ホーカー白粉

[Hooka Baekbun]. (1919).

http://www.bigkinds.or.kr

Fig. 16. Reto pomade.

From レ-トポマ-ド 레도포마드

[Reto pomade]. (1926).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7. Hwawang (花王) soap.

From 花王石鹸 화왕비누

[Kao soap]. (1927).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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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이 없고 고귀한 향료를 배합하여 일본제[和製]

분류(粉類)와 같이 괴악(怪惡)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당시 수입한 일본제 분류 중에는 향료가 들

어가지 않은 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자사의 백분은 좋은 향이 들어갔음을 광고하고 있다. 또

한 경성미용원의 서울분 광고<Fig. 4>에서도 무연백분

이라는 점과 ‘고상순결한 향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

히 삼호(三好) 화장품은 동아일보 광고(“美의殿堂 香의

天國 [Samho Hwajangnyo]”, 1935) <Fig. 20>에서 대표

문구를 ‘향의 천국’이라 명명하였고, 광고에 명시되어 있

는 전 제품(백분, 비누, 포마드, 크림)에 ‘향’을 강조함으

로써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일본의 화장품 회사는 조선 화장품

에서 맡을 수 없었던 향료를 첨가하여 향에 민감한 여

성들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국내에 진출하였고, 여기에

국내 화장품 회사도 향료를 첨가한 제품을 내세워 일본

화장품 회사와 경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화장한 얼굴에서 향냄새가 나는 것을 천박하게 여

기는 사회풍조의 전환, 바꾸어 말하면 향에 대한 대중

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근대

이후의 화장문화는 기존의 시각 중심의 화장에서 후각

적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한 감각을 충족하는 복합적인

화장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향장’이라는 용어의 어

원 및 성립과정을 통하여 화장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향장’이라는 용어는 일본 메이지 시대

Hirano(1899a)에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당시의 서구의

발달된 향료 및 화장품의 유입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반

영함과 동시에 근대 이후의 화장품 제조기술에 있어서

향료의 중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향료에 비중을 둔 향

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

한 이유로 근대 이후의 화장품 기술서의 대부분에서 향

료와 화장품이라는 의미로서의 향장 ·향장품이라는 용

어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이전의 일본의 화장품

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났는데, 근대 이후 향료가 첨가된

화장품의 출현, 즉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낸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의 합성향료의 응용은, 결과적

으로 눈썹화장, 연지, 흑치, 백분으로 대표되던 일본의

시각적인 화장에 후각적인 감각을 첨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Hirano(1899a) 이후의 ‘향장’ 관련 서적은 조선

총독부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당시 현희운의

화장품 광고나 미용잡지 광고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알

려지게 되었다. 이어 일본 화장품 회사들은 한국에 ‘향

료’가 첨가된 화장품을 잇달아 출시 ·광고하면서 여성

들의 구매욕을 자극하였고, 이에 국내 화장품 회사들도

‘향’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 ·광고하여 일본 화장품 회사

와 경합하였다. 즉 기업 측에서는 향료가 첨가된 화장품

을 개발함과 동시에 후각적 요소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한 것이다. 광고란 상품의 수요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가

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료가 첨가된 화장품, 즉 향

장품이 대중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18. Original perfume.

From 原料香水 オリジナル

오리지니루 [Raw material

perfume Original]. (1924).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9. Myeongwol Baekbun (明月白粉).

From 玲瓏한月容은 明月白粉을使用하시어야

됨니다 [For a clear and bright beautiful face,

you need to use Myeongwol Baekbun].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0. Samho (三好) cosmetics.

From 美의殿堂 香의天國 三好化粧料

[Samho Hwajangnyo, the hallmark of

beauty and the heaven of perfume].

(1935).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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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적 의미를 지닌 ‘화장

품’과 ‘향장(품)’이라는 두 단어가 일반 대중과 학술분야

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근

대 전후의 사회적 상황이 화장문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

을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

였다. 그 중심에는 고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향’의 대중화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립된 ‘향장’이

라는 새로운 용어가, 기존의 단순한 시각적 화장문화에

서 후각적 감각을 포함한 복합적 화장문화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미의 기

준과 그에 따른 화장법은 시대 또는 사회상황에 따라 변

화한다. 단순한 시각적인 미의 추구에서 후각적인 미를

복합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미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근대 이

전 일본의 자료는 언어적 제약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능한 일본의 공적 데이터베이스로 범위

를 한정하여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근대를 전후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화장문화의 전체적인 변화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나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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