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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deal image and fashion of Korean women in the 1970s from a socio-cultural con-

text. This study used information on the 1970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provided by『Chosun Ilbo』and

『Yosungjungang』as well as their presentation of the ideal image and fashion for Korean women in the 1970s.

The ideal image and fashion of women we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Hamilton's Meta-theory. The

ideal image of women in the 1970s is divided into two aspects. The image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perspective was prevalent and restricted the lives of women to housekeeping chores. On the contrary, women

have increasingly participated in society vis-à-vis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o present a prog-

ressive image of women. These aspects coexisted during the turmoil of social change. Progressive women had

money to buy clothes because they were economically independent. These women embraced styles that inclu-

ded mini, midi, maxi, and bell-bottom pants. Further, pants were developed into different styles such as pant

suits. T-shirts and blue jeans as casual wear were very popular among the youth. At the end of the 1970s, the

tailored look and the big look (which copied men's clothing) were in fashion. Masculine styles such as wide

shoulders with pads and neckties strengthened gender equality. Other fashions were dominated by feminine

styles described as beautiful, sweet, and elegant that reflected Korean society's tendency to regard women as

sex objects. Clothing that exposed the body highlights this sexual objectification aspect. Women wore mini-

skirts, hot pants, and bikinis because they wanted to enhance their sex appeal, propagating the view of women

as sex objects. In conclusion, all aspects of society and culture were closely interrelated with a fashion style

that reflected the values of those aspects.

Key words: 1970s, South Korea, Ideal image of women, Fashion, Hamilton's Meta-theory; 1970년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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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2013년에도 여

성의 인권 및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지

속되었다. 신여성의 등장 이래로 여성의 사회진출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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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신장에 관한 논쟁은 1920년대에도 존재했지만 1970년

대에 들어 비로소 일부 특권 계층이 아닌 여성 집단 전

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기

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운동이 가속화되고

그 기틀이 잡혀가던 시기로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여성들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둔갑하여 사회

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여성능력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UN이 1975년

을 “국제 여성의 해”로, 1976년에서 1985년을 “여성연

대”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 고용, 건강 및 복지, 사회, 경

제, 정치 분야에서 성인 여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

제적 상황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우먼파워와 여성 인적자원에 대해 논

의하기 시작했다(“여성능력의 활용과 가족계획 [Use the

ability of women]”, 1970). 또한,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에서 여성학 강의가 국내 최초로 생겨나면서 여성의 삶

과 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Kim, 1977a).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여 1970년대 한국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일자리를 갖

는 여성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여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당시의 이상

적인 여성상과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생활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중매체가 보편화,

대중화되고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문화

의 전파는 점차 빨라지고, 6.25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

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문화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와 더불어 기성복 산업의 발달과 백화점 등의 유통구조

근대화 등을 비롯한 새로운 소비문화의 등장도 한국 여

성의 지위와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불리듯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물질문화로서 사회의 변화과정을 대변함과 동

시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해가는 속성을 지닌

다. 즉, 패션은 단순히 인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성의 표현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가

장 잘 반영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현상들은 패

션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상호작용을 하기에 1970년

대가 지닌 변화의 소용돌이와 여성 인권의 신장 또한 패

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 시대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전반적인 흐름과 사건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과 당시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여 이상적 여성상과 패

션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1970년대 한국 사

회의 이상적 여성상에 따른 패션 특성을 Hamilton(1987)

의 통합적 메타이론(Meta-theory)을 토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신문 기사와 잡지, 드라마 및 영

화 등의 1차 자료와 한국현대사, 현대패션, 여성 인권 등

과 관련된 서적 및 논문 등의 2차 자료를 토대로 문헌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여성은 1970년

대 당시 20대 미혼 여성으로 직장 여성과 여대생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유는 1970년대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20대 젊은이들의 문화가 큰 폭으로 발전했으

며 기혼 여성에 비해 미혼 여성들이 패션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 여성 중에서도

“여공”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당시 여공이

라 불리던 여성들은 농촌에서 집안의 살림을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저임금 대우를 받고 일하면서 도시 빈

민층을 형성한 집단이기 때문이다(Lee, 2007). 이들이 패

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맞춤복이나 기성

복의 가격이 이들의 월급 수준을 넘어서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유행 패션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성과 생활 [Women and life]”, 1971).

수집된 1차 자료의 출처는『조선일보』와『여성중앙』

의 기사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출판사를 다르게

선정하였다. 조사범위는 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선일보사 웹사이트에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와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였다.『조선일

보』는 현재 국내 신문 보급률의 75%를 차지하는 3대 일

간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발행부수가 가장 많

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 일간지로 꼽힌

다(Kim, 2004). 또한 1970년대 당시 유신체제의 언론사

정리와 프레스 카드제 실시 및 규제법규 강화에도 불구

하고 국가에 의해 언론사가 정리되거나 폐간되지 않고

신문이 간행되었으며 그 당시 발행부수 또한 100만 부에

이르는 영향력 있는 일간지였다(The compilation com-

mittee of Chosun Ilbo history, 2000). 이 같은 사회적 영

향력과 더불어 자료접근의 용이성도『조선일보』를 1차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조선

일보』는 발간된 신문 기사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

었으며 주요 단어 입력을 통해 기사를 검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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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는『조선일보』웹사이트의 “기사 DB”란에서

“여성(여자, 여인)”과 “패션(의상, 복식)”을 주제어로 검

색하였다. 검색결과 여성과 관련된 기사는 1,432건이었

으며 패션과 관련된 기사는 294건이었다. 연구자의 판

단에 따라 연구주제와 적합한 기사라고 생각되어 분석

에 이용된 기사는 총 154건이고 기사내용에 따라 여성

의 삶과 당시의 패션에 대한 기사를 따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그러나 당시 패션에 관련된 기사 294개 중에

서 국내 패션에 관한 내용은 72건으로 그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내용도 패션쇼와 수출 산업에 대한 내용이 주

를 이루었기에 당시의 유행 패션과 관련한 기사는 여성

잡지에 나타난 내용을 추가로 살펴 보았다.

『여성중앙』은 45만 부에 이르는 판매량을 지니는 주

요 여성 월간지로 1970년 1월, “모든 여성에게 생기를

일깨우는 꿈과 지혜를 드리며 지적으로 현명하게, 보다

높은 생활, 보다 충실한 생활,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가

꾸어 나가실 수 있는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목적

을 가지고 창간되었다. 당시 출판되던 모든 여성 잡지

는 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여성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광고와 함께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여성

중앙』은 타 잡지에 비해 좀 더 많은 공간을 패션 분야에

할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Kim, 2002).『여성중앙』은 창간호를 기준으로 1월, 4월,

7월, 10월호를 매년 살펴보았다.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살펴본 이유는 이들이 겨울, 봄, 여름, 가을의 각 계절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며 패션의 특성상 계절에 따른 변

화가 크기 때문에 사계절을 모두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

성이 있는 월을 선정하였다. 총 40권의 잡지가 분석에 사

용되었으며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신문과 잡지의 기사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생활, 여

성의 교육, 여성의 패션 등의 네 가지 내용을 각각 남녀

의 시각으로 구분하여 총 여덟 가지의 논점들을 분석하

였다. 기고자의 성별에 따라 남녀의 시각으로 구분하기

도 하였으나 기사의 내용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에 의해 기고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기사가 분류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논점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Hamilton(1987)의 메타이론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Hamilton의 메타이론

Hamilton(1987)은 복식을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문화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술, 사

회구조,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이다. 기술이란 물질적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

회구조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

용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확립된 양상이나 규범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기구에 의해 조정되거나 정의된 관

계에서 인간의 영속성 있는 배열을 의미한다. 이데올로

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치, 규

범, 지식, 주제, 철학, 세계관, 종교적 신념, 정서, 도덕적

윤리관, 에토스 등을 말한다. 이데올로기란 기술을 고용

한 사회적 구조와 기술의 사용과 함께 공유되어 형성된

것이다.

Hamilton(1987)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문화 구성요

소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며 인간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메커니즘을 조직화하며 적응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메커니즘이란 경제적 조직, 정치적 조직, 가족관계,

사회화, 이념적 조직, 예술과 미학, 커뮤니케이션의 일

곱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Fig. 1). Hamilton(1987)

은 본인이 제시한 메타이론을 의류학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화의 구성요소들과 메커

Fig. 1. Jean A. Hamilton's Meta-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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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를 살피는 분

석도 가능하지만 구성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설

명하거나 한 가지 구성요소를 메커니즘 전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하나의 메커니즘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

거나 둘 이상의 메커니즘을 선택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으로 Hamilton(1987)의 메타이론

은 의복과 다른 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

리의 전통적인 감각의 확장을 통해 의류학에 대한 새로

운 연구분야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mil-

ton(1987)의 메타이론을 바탕으로 1970년대의 사회 메커

니즘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70년대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도시화와 산

업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기술 발달에 힘입은 대량 생

산체제, 공업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 성장, 자본주의 체제

의 팽창, 사회구조의 변동 등을 겪으며 근대화를 향해

나아갔다(Kong, 2008).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현대화 과정은 정부 주도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움직였

고 최고의 목표는 외형적 성장이 주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인구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 주

도 하에 가족계획을 1962년부터 시행하였고 1970년대

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수

술 등에 대한 정보가 널리 존재했으며, 1975년 연령별 인

공임신중절 경험건수가 1975년 부인 1,000명당 535건,

2006년 105건으로 1970년대 인공임신중절이 얼마나 대

중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Lee & Lee, 2006).

유신체제로 인해 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직되었고, 검열과 금기로 얼룩진 억압의 시대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중문화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중

문화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폭압적이

었지만,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를 거치면서 주목

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 시기 대중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규범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문화들이 대중음악과

소설, 만화 등을 중심으로 출현하였다. 이렇게 새롭게 출

현한 대중문화를 젊은이들이 생산하고 즐기면서 동일한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당시의 특정

한 대중문화를 “청년문화”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이다. 청년문화의 성장과 함께 젊은이들은 다양성과 자

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6.25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게 중심으로 포크송, 고고음악, 청바지, 생맥주

등은 대표적인 문화적 상징물이었다(The Seoul Institute,

2001).

이와 같은 청년문화의 발달은 TV와 라디오 보급이 미

치는 영향력이 컸다. 1970년에서 1979년 사이 라디오의

보급률은 3.7배나 증가했고(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2008), 1971년 겨우 62만 대에 불과

하던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대수는 1975년 2백만 대,

1980년 66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중문화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Korea Film Archive,

2004).

광복과 함께 분단이 이루어지고 미군의 정치적 간섭

을 받게 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국내

에 주둔하면서 미국 사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었

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수입과 수출을 통

한 경제 교류를 맺은 것도 한국 사회의 서구화와 관련이

깊다. 패션에서도 국제 교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근착 ELLE지 에서”라는 제목의 잡지 기사나 “寫”를 앞

에 붙인 신문의 해외토픽 기사 등은 당시 국내 환경이 국

제 사회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섬유 산업의 발달은 국내 패션 산업의 발달도 이끌었

다. 개인 디자이너의 맞춤복 시장에서 기성복이 등장하

게 되었고 동대문과 남대문을 앞세운 직물 시장이 활성

화되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1970년

대 초 제일모직의 라라복지나 부루진, 럭키그룹의 반도,

미우사의 서울우어, 동방기성복 코너, 대영실업 뼝뼝, 화

신산업의 레나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성복 브랜

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편안함과 저렴한 가격을 중

시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입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의류는 대량 생산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가치로 내세

워진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유신체

제의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섬유 산업의 발달을 이끈 기

술 개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기간 산업의 발달을

시작으로 복합적인 문화 양상을 드러내며 발전했다. 또

한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라디오와 TV의 보급을 통해 청년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III. 1970년대 여성에 대한 고찰

1. 신문과 잡지를 통해 본 1970년대 여성의 삶

『조선일보』와『여성중앙』을 통해 나타난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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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은 크게 여권과 교육, 여가, 성문화, 몸, 소비

주체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당시 여성들은 여성의 권익

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여성의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여

겼으며 이를 위해 여성의 대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다. 더불어, 여성 단체의 조직을 통하여 여성 문제

를 사회의 문제로 등장시키고 그 문제에 무관심했던 사

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했던 것이 여성 단체의 주

된 목적이었다. 1970년대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

(Lee, 1971)를 통해 전체 인구의 반에 달하는 여성의 능

력 개발이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여권

이라는 단어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표현해 여성의 현주

소를 보여주었다.

Lee(1971, p. 5)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전 인구의 반수

를 차지하는 여성인구를 계속 사멸해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국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하라는 차

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면서도, 그리고 엄연히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보장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실생활에서는 각종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2류

시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곧 여성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 학자들의 노력과 UN이 1975년

에 지정한 ‘국제 여성의 해’와 같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생활과 남

성 우월주의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얼마

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 후

에도 계속되었다. 아래 기사는 독자투고란에 실린 기사

로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

으며 그것을 고쳐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사회가 발

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Yoon(1976, p. 5)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프

랑스의 작가요 여성운동가인 시돈느 드 보바르 여사가 말했다. “너

는 여자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계집애니까 이래야 한다.”는

말만 듣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남자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여자들이 직

장에서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남자보다 월등하게 못한 대

우를 받고 있다. 이 오래된 남성위주의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물론 여성 자신들도 의식화시켜야 되고, 법으로도 투쟁

해야겠지만 하루 아침에 다 고치긴 어려울게다.

위와 같은 여성 단체의 의식 변화와 사회적 관심 유도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의 일환인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1968년 중학교 무시험제

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진 것도

영향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970년에는 중학생 중

남학생의 37.0%, 여자 24.0%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였다.

1975년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당시 여

성 인구 중 초등학교 졸업자가 77.1%, 중학교 졸업자가

12.1%, 고등학교 졸업자는 8.4%이며 대학교 졸업자는

2.4%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oo & Lee, 2009).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수적 증가가 여성의 인권 신

장과 능력 개발을 모두 대변해주지는 않았다. 당시 여성

의 대학 교육이 지닌 의미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지체하

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성 자신이 결혼을 인생의 목

표로 삼아 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Kim(1972, p. 5)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다가오는 새 시대를 앞에 두고 여성의 대학교육에 있어

서도 시집 잘 가기 위한 교육이나, 시집만 갔다 하면 모든 것은 단

절되는 “계집애니까 이 정도 해두지” 또 “나는 여자니까 뭐…”

와 같은 종래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무

슨 전공을 했든지 간에 졸업 후 서툰 비서직이나 은행사무직원이

되며 결혼만 했다 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전공교육의 낭비를

막아야 될 것이다.

가족계획이 국가 시책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모든 피

임기구가 불법 밀수품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국내 제약

업체들을 중심으로 피임약이 개발되었다. 신문의 광고

란은 물론이고『여성중앙』에서는 매달 피임약 광고를

실었으며 피임약과 최신 피임법, 부인병 질환, 템포와

질 세정제 등의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또한 여성에

대한 관심과 피임법의 공개 등 다소 개방적인 문화는 여

성 잡지에 속옷광고를 가능하게 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자『여성중앙』에서는 란제리를 입은 한국 여성들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상품을 광고했다. 이는 위와 같은 개

방적인 성문화가 가져온 결과 중 하나라고 추론된다.

그리고 당시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은 체형과 성형에

대한 관심도 불러 일으켜『여성중앙』의 매호에 여성의 다

이어트와 체형 관리, 그리고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등

장하였다. 1972년 5월 21일자『조선일보』에서는 “날씬

을 팝니다 [Slimming sells]”(1972)라는 기사를 통해 전문

– 645 –



6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5, 2015

적인 체형 관리실과 성형외과의 광고를 선보였으며 매

달 성형에 대한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1970년

대에도 국내에 요가협회가 있어 건강과 미용을 위한 요

가를 소개하였다.

“날씬을 팝니다[Slimming sells]”(1972, p. 6)는 다음

과 같이 서술하였다.

날씬해지고 싶은 여심(女心)들이 열심히 흔들리고 있다. 바둑

판보다 조금 작은 네모꼴받침대가 흔들릴 때마다 “뚱뚱보”여인

의 히프가 흔들린다. “당신은 아름답게 여위고 싶지 않습니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어 건 이른바 스타우퍼 건강미용운동이 우리

나라에도 상륙했다. 구미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

온 것은 작년 3월. 한달 9천원(여대생은 6천원)의 회원제로 돼있

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여대생에서 70노파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나 중류 이상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1970년대 여성들의 여가는 세대별로 다르지만 논문

의 대상인 20대 여대생과 직장 여성의 여가활동은 대체

로 다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여

가 생활로 대변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현에 의하면 친

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데이트를 하는 여대생들이 많

으며 직장 여성의 경우 휴식을 취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150명의 직장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이 가장 즐겨가는 곳은

다방으로 21.0%를 차지했으며 쇼핑이 16.0%, 거리산책

과 강습학원이 각각 14.0%와 13.0%의 비율을 보였다. 다

방을 이용하는 목적은 “친구와의 연락장소”가 43.0%, “마

땅한 장소가 없어서”가 27.0%를 차지했다. 당시 통신수

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다방에 있었던

게시판과 같은 곳에 쪽지를 남겨 친구와 연락하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연락방법이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찾았던 강습학원의 종류에는 꽃꽂

이, 요리실습, 미싱자수, 서예묵화학원 등이 있었으며 여

성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신부수업

의 일환으로 강습학원을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직장 여성들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

유는 딱히 갈 곳이 없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

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Yoon,

1976).

1970년대 초반에는 기성복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직

장 여성들의 월급이 기성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

롭지 않았다. 당시 여성들의 월급은 평균 1만 2천 원에

서 3만 원 사이였으며 1년에 약 두 차례 정도 옷을 구입

한다고 하였다(“여성과 생활 [Women and life]”, 1971).

맞춤복 시대가 지나 기성복 시대가 도래한 1970년대 후

반에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마찬가지였다.

Kim(1977b, p. 5)는 기성복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서술하였다.

올 겨울 여성 기성복 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화려하고 풍성

하다… 시중에 나와있는 개버딘 웃저고리가 2만 7천원~3만 2천

원선. 같은 천의 스커트나 바지도 비슷한 값이 매겨져 있다. 크레

이프지로 만든 것은 그나마 5천원정도 비싸 크레이프지의 투피스

한 벌에 6만 8천원 정도가 든다. 또 모 혼방바지가 1만 7천원~2만

5천원. 스커트는 2만~3만원이다… 기성복이 멋을 찾는 젊은 여성

과 여유 있는 중년 부인들 사이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는 있지

만, 이처럼 비싼 가격은 맞춤에 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기

성복의 2대 매력 중 한 가지를 죽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값

이 오르고 가게수가 늘었어도 줄지 않는 기성복 고객의 발길은 “값

비싼 것에 쏠리는 여성의 허영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성복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전조로 해석된다.

이는 당시 국내 기성복 시장의 발달과 그 가격을 살펴

볼 수 있으며, 기성복이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사

실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비싼 기성복을 구입

하는 여성들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사이다.

2. 1970년대 이상적 여성상

1970년대는 일하는 여성상과 함께 전통적인 여성상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

서 여성 노동력은 “산업역군, 공업화의 기수”로 조국 근

대화에 일조했으나 그 이면에는 가정을 벗어난 직장 생

활에서도 남성보다 아래 존재하여 보조자의 역할이 요

구되었다. 즉, 가부장제적 차별과 억압 관행이 일터에서

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Kang, 1999). 여성의 능력을 신

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여성 노동력을 사

회로 진출시켜 “우먼파워”를 발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

성들에게 국한된 주장이었으며 이에 반하여 남성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의 틀, 예컨대, 현모양처, 성적대

상 혹은 외모 지향적인 여성 이미지 안에서 여성의 사

회진출과 직장 생활을 인정하고 있었다.

1977년『여성중앙』4월호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

장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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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성들은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 찬

성하는 비율이 14.0%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부인이 직업

을 가지는 것에 반대했다. 이는 당시 남성들이 전통적 여

성상을 선호하여 직장 여성보다는 가정을 돌보고 집안

일에 충실한 여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성 잡지는 여성의 성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했

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반에 걸쳐 여성 잡지

소설은 성적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전통적

인 여성상을 그렸지만 일반 기사는 개인적인 성공과 사

회복지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였다. 또 기혼 여성을 주요 독자로 하는 여성 잡

지는 남성에게 예속된 여성의 삶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잡지는 외

모를 강조하여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였

다(Kim, 1994).

여성도 노동 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진취적인 여

성상”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반드시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여성상”

이 동시에 강조된 것이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

의 특징은 당시의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대 드라마 “여로”나 1970년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손꼽

히는 이장호 감독의 1974년 작 “별들의 고향” 속 여성

의 모습은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모습을 통하여 전통적

인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고통을 인내하고, 소극적이며,

청순 가련한 현모양처의 모습 그리고 수동적이며 순응

적인 모습은 남성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크게 지배하고,

여성의 입지가 작았던 1970년대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 비평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한

명숙(당시 동국대 조교수)은 신문의 독자란(Han, 1977)

을 통해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기고자는 당시의 사회상이 여

성을 그런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으

며 앞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함

을 피력했다.

Han(1977, p. 5)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부분 수동적이고 약하고 무능하며 질투와 시샘이 많고 속이

작고 좁은 반면에 고통은 인내하며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그

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의 사회구조, 전통의 의식구조에

서 벗어나지 못한 학교교육, 매스컴, 가정교육과 모든 생활양식이

우리의 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료에 의해 1970년대 이상적

여성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성은 가정

생활에 충실하여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여

성상과 사회진출을 시도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진

보적 여성상이 그것이다.

IV.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패션

1970년대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만큼

이나 패션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미디어

의 발달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배

우나 가수 등의 패션을 흉내내기 시작(“톱스타의 신년

[Celebrities clothes]”, 1971)했으며 해외문물의 유입으로

패션의 다양성이 더욱 증폭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

에 태어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들

의 사고와 문화가 반영된 유행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했

다(Geum, 2002).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미니스커트의 유

행은 1970년 초반에 정점에 달한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강력한 유신체제의 등장이 가져온 퇴폐문화의 퇴출이

라는 명분 하에 국가 차원의 단속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치마 길이는 다시 길어지게 된다. 당시 미니스커트에 대

한 단속과 사회적 평가가 어떠했는지는 다음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패션이 개인의 개성 표현을 위해 스스

로의 통제 하에 있었다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에서 제한

을 두어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점에서 당시 유신체제 하

의 사회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Lee(1975, p. 4)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턱대고 올라간 미니스커트는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이 되었

다. 69년 8월 26일 오후 3시, 무릎 위 30cm의 초미니스커트 차림

으로 제주시 번화가를 걷던 조미혜양(23 ·다방레지)을 어린이와

시민들이 줄줄 따라다녀 한때 교통에 지장이 생겼고 조양은 25일

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69.08.27. 조선일보).

『여성중앙』1971년 1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당시

치마 길이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대단

했는지를 알 수 있다. Kim(1971)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

라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스커트 길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글을 쓴 사람은 여성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여성의 입장이 아닌 관찰을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점에서 당

시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여성관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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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볼 수 있다.

Kim(1971, p. 119)는 여성의 스커트 길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체형에 가장 알맞은

길이는 아무래도 미디인 것 같다. 무릎 위로 10cm 이상 올라가

는 미니를 입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들의 다리 모양을 생

각할 때 종아리와 허벅지를 잇는 무릎의 선이 곧지 않으며 무릎

에서 히프로 향하는 허벅다리의 선이 너무 급한 곡선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더욱 든다… 솔직하게 내보임으로써 “미

니”는 발랄한 여성미를 생각케하는 반면 미디나 맥시는 긴 옷 속

에 여자의 육체를 더욱 감춤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하

는 노스탈자 속의 여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매력이 있다고 보

겠다.

치마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패션에 있어 중요

한 요소로 자리잡았으며 미디어의 영향과 국제 교류로

인하여 스커트의 길이는 끊임없이 변하면서 일련의 순

환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차 한국 사회는 미니,

미디, 맥시, 판탈롱, 핫팬츠, 작업복 등 다양한 혼합 모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서울 명동의 양장점 고객을 대상으

로 1970년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니스커트

구매자가 57.8%로 최고치를 달했고 그 뒤를 판탈롱 구

매자가 24.0%의 비율을 보이며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팬츠(판탈롱)가 굉장히 유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성

복장 50년사 [50 years of women]”, 1971). 이는 1970년

1월호에 등장한 화보에서는 판탈롱 수트가 한 벌만 존재

하는데 반해 해를 거듭할수록 판탈롱 수트의 수가 점점

늘어나 전체 화보 중 절반을 차지하더니(“앙상블 이미지

변화[Ensemble image change]”, 1974) 나중에는 전체 화

보를 판탈롱으로 장식하기에 이르렀다(“젊은은 아름다

운 것 [Young is beautiful]”, 1976). 판탈롱 수트는 벨 보

텀스 팬츠로 일명 “나팔바지”라 불리는 스타일의 형태로

1970년대 여성복의 남성복화와 더불어 크게 유행했다.

잡지에 등장한 여성 화보의 판탈롱 유행현상과는 달

리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판탈롱 내용은 1970년대 전체

를 통틀어 6건의 기사에만 등장한다. 이는 여성의 바지

착용이 1970년대 초반에는 호의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이 짙었던 언론매체 중 하나인 신문에서

는 바지에 대한 논의를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중앙』1974년 4월호에 실린 “카메라 르포 [Cam-

era reportage]”(1974)라는 기사에서는 여성이 바지를 착

용한 사진 옆에 “피부와 합성섬유가 밀착된 여자들의 아

랫도리는 남자와 여자를 혼돈하기 알맞다”(p. 146), “팬

티 라인도 선명한, 비 오는 날에도 땅을 쓸고 다니는 바

지 끝, 발목과 신발까지도 감싸준다”(p. 148)라는 표현

을 통해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

다. 그러나 남성들의 시각과 달리 여성들은 자신들의 바

지 착용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여성중

앙』1977년 7월호에 실린 화보(“College fashion [College

fashion]”, 1977)에서 “바지처럼 편한 옷이 또 있을까. 둘

둘 말아 올려 입으면 5살 개구장이로 돌아서진다”(p. 44)

라는 표현과 함께 활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함께 실었다.

판탈롱 수트의 유행과 더불어 미니스커트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는 추세를 보여 무릎 길이의 스커트가 유행

을 주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원피스와 허리선이

강조된 실루엣의 화보가 계속 등장하였다. 아래 신문 기

사를 통해서도 당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

다. 원피스의 퍼프 장식, 부드러운 테일러드 칼라, 스커

트의 개더와 플레어, 블라우스의 레이스와 프릴 장식,

요크의 셔링 처리, 퍼프 소매 등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성미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긴 자켓이

나 코트를 착용할 때도 두꺼운 허리벨트를 사용하여 허

리를 조임으로써 허리가 잘록해 보이도록 하는 X형 실

루엣을 표현하고자 했다(“College fashion”, 1971; “캠퍼

스 모우드 [Campus modes]”, 1970).

“가을과 여성 [Fall and women]”(1972, p. 5)이라는 기

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 가을 여성의상의 큰 변화는 전체적인 선이 우아하고 부드러

운 여성다움으로 바뀐 것이다. 허리선을 강조하는 것, 소매에 주

름을 많이 잡아 손을 들면 한복저고리의 선처럼 늘어지게 만든

것 등이 그것이다. 스커트는 주름스커트보다 바이아스 커팅의 후

레야가 유행이다 허리부터 히프 까지는 꼭 맞고 그 다음은 살짝

퍼지는 기분이 드는 모양이다.

또한, “여름패션의 방향 [The direction of the]”(1973)

은 “슬랙스차림, 무릎 길이의 스커트, 로맨틱한 원피스

가 여름에 유행하리라고 패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여성답고 우아하며 유행에 맞는 옷차

림을 할 수 있는지…”(p. 5)라는 기사를 통해 앞서 제시

된 기사의 내용과 함께 여성 패션에 있어서 여성스러움

도 강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패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활동성을 강조한 복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

– 648 –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9

된 판탈롱이 등장한 것도 남성복이었던 바지를 여성이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복의 남성복화를 가시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예이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

해져 자유롭고 활동적인 의복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스

포티하고 편안한 의복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청바지, 즉 블루진의 등장

이다. “푸른 빛 젊음, 경쾌하고 발랄하게 부루진을 노래

하세요”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청바지 브랜드가 널리 퍼

졌으며 화보를 비롯하여 기사에서도 젊은 층을 필두로

블루진이 유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패션의 방

향 [The direction]”(1973)은 “슬랙스 차림으로 대학생들

이 즐겨 입는 블루진은 히프에서 무릎까지 꼭 끼는 스타

일. 이와 함께 히프 라인에서 직선으로 내려온 팔라조

팬츠가 유행이다.”(p. 5)를 통해서 팬츠를 통한 활동적인

복식이 여성에게 유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블루진과 더불어 활동적인 의복으로 각광받기 시

작한 것이 티셔츠이다. 블라우스나 수트의 갑갑함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티셔츠의 활동성을

높이 평가한 여성들은 바지와 함께 티셔츠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복식에 있어 캐주얼한 의상이 여성들 사

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여성중

앙』1975년 4월호의 “경쾌한 봄차림 T샤쓰 [T-shirts we-

aring jaunty spring]”(1975)와『여성중앙』1976년 9월호

의 “젊음은 아름다운 것 [Young is beautiful]”(1976)이

라는 기사를 실어 다양한 티셔츠를 소개하고 젊은 여성

들의 티셔츠 착용에 대하여 “활동적이고 발랄함”이라는

표현을 빌려 당시 젊은이들의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자

리잡은 티셔츠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1976년 당시 “톰

보이”라는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생겨났는데 이는 “말

괄량이, 왈가닥 처녀”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와 일맥

상통하는 활동적인 여성 의복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다. 이 브랜드가 추구했던 복식은 “밝은 계

절, 발랄한 젊음, 아름다운 몸매를 새로운 티샤쓰와 진

제품과 함께”라는 문구를 통해 캐주얼한 의복을 통해

스포티한 매력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노출의상이 많이 등

장했다는 점이다. 미니스커트를 시작으로 여성의 노출이

시작되었고 여성들에게는 “발랄함과 귀여움”을 나타내

는 디자인으로 남성들에게는 성적 자극으로 다가왔다.

여성중앙 1974년 1월호에는 “한때 단속으로써 위험수위

를 억제하던 미니스커트의 자극은 이제 도시인들에게

있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Min, 1974, p. 132)이

라는 표현이 실렸는데, 이를 통해 미니스커트의 노출현

상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다. 미니스커트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출복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름철에 핫팬츠와 비키니 수영복을 통해 더욱 가

속화되었다.

『여성중앙』1974년 7월호에서는 “살갗을 아름답게 [Fa-

shion 58 ways]”(1974)라는 기사를 통해 가슴과 목, 다

리, 팔과 어깨, 등과 허리 등 신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

여 다양한 노출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름 햇볕

아래, 팔도 다리도, 가슴도 산뜻하고 상큼하게 드러내

보세요”(p. 81)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들의 노출패션을

조장하고 있다.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된 이 패션이 여성

들의 실제 패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의 국내 정서와

는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1990년

대에 들어 “배꼽티”라 불리는 의상이 대중에게 선보였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이 기사의 내용은 해외잡지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노출의상에 대한 기사 내용은 여름이 다가오

는 시기에 증가하는데『여성중앙』1975년 7월호 기사에

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이는 멋 [Looks

great]”(1975)라는 기사를 통해 패션의 “노출학”을 소개

했다.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부분을 중

심으로 노출의 포인트를 살펴보았다면 이 기사에서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패션을 “남성이 호감을 갖는 섹시

함이란”이라는 주제에 따라 설명하였다. 통근하는 버스

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겨드랑이가 노출된

다던가, 회사에서 의자에 앉을 때 다리 모양이라던가 데

이트 중 다방이나 공원에서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여성 복식의

특징은 테일러드 룩과 빅 룩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

전의 복식들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옷들

이 대부분이었다면 점차 남성 수트를 모방한 테일러드

룩이 여성의 복식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전체적으

로 큰 옷을 착용하여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었다.『여성중앙』1978년 10월호에서는 실용성

이 있는 가을 의상을 소개하면서 “자켓”의 다양한 활용

을 보인다. 이 화보에서 눈 여겨 볼 점은 여성들이 남성

의 넥타이와 유사하나 크기가 다소 작은 넥타이를 착용

하고 있다는 점과 드롭 숄더에 패드를 넣어 어깨를 한껏

강조한 점이다(“'78 가을의 멋과 실용 [Jacket, charming

and practical]”, 1978).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패션은 미니스커트에서

빅 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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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의복과 함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거나 신체

노출을 감행한 의복이 다양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V.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앞서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은 크게 두 가지

로 대변됨을 확인했다. 여성의 인권운동을 도모하고 고

등 교육을 통한 사회진출과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진

보적 여성상과 가정생활에 예속되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생활과 유교적 관점에서의 남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보수적 여성상이다(Jeong, 2007).

진보적 여성상에 대한 논의는 여권운동가를 비롯한 여

성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보수적 여성상에 대한 논의

는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본 것임을 앞 장의 논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 여성 패

션을 앞서 제시된 두 가지 이상적 여성상과 관련 지어

Hamilton(1987)의 메타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겠다.

1. 진보적 여성상과 1970년대 여성 패션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또한 전과 다르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좀 더 확대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Hamilton(1987)의 경제, 정치, 사회화, 이데올로기와 같

은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

리잡기”는 여성들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였다(Lee, 2007). 특히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직

업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이 능동적이고 당당한 생

활을 하는 소비의 주체로 자리잡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

에서 소비의 주체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여성들은 다양

한 패션 제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을

통한 새로운 소비문화가 생겨난다.

당시 여성들의 패션은 미니스커트에서 미디, 맥시, 판

탈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이 존재했다. 물론, 해외

패션의 영향을 받아 유행의 모드를 따랐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유행이 가능하게 된 기저

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Hamilton(1987)이 제시한 메커니즘 중 경제적 메커니즘

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이 여성 패션

의 다양화와 남성 복식의 차용을 주도했을 것이다.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한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Park, 2001).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상 여성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 추이를 보면, 1960년에는 26.8%, 1975년

에는 45.7%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당시 큰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큰 폭의 성장

률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oo &

Lee, 2009). 국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력 증강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저임금 대우를 받고

일한 섬유, 봉제 업체가 한국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경제 성

장을 이룩했으니 한국 경제 발달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

이 평가할 만 하다(Jeong, 2007).

또한 당시의 사회구조가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여

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던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여성의 사회화와 시대적 이념의 변화 등의 메커니즘이

이념과 사회적 구조의 문화구조와 복합적인 관계에서 여

성의 사회진출을 해석할 수 있다(Lee, 1977). 가정 이외

의 사회인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은 활동적인 여성

복식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판탈롱 팬츠와 팬츠

수트이다. 여러 단체 활동 및 직업 활동 등의 사회적 활

동을 통해 여성들은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

고, 이러한 의식 변화와 더불어 활동에 편리함을 주는 바

지를 착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일부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패션을

향유하는 여성 자체가 바지에 대한 높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특성은 티셔츠와 블루진 등의 활동적이고 스

포티한 기성복 패션이 유행했다는 것이다. 여대생과 20대

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팬츠와 마찬가지로 활동적이

고 스포티한 의상이 유행되었다. 당시 블루진(청바지)는

젊은이들의 문화였으며 세대의 상징이었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들만의 독특한 문화의 형성과

보급이 보다 힘을 갖게 되었다. Hamilton(1987)의 메타

이론 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 언어나 다른 상징물을 통해 인간이 그들의 문화적

세계를 공유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의복이 의사소통의 한 수

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티셔츠와 블루진 같은 의복

이 대량생산체제와 결합하여 젊은이의 패션을 주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화의 구조 중 기술의 측면

에서 섬유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당시 수출 주도 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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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류업이 붐을 일으켰던 점과, 해외 오일쇼크로 인해

기업들이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출만 해오던

의류들을 국내에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경제적 메커니즘

을 토대로 해석이 가능하겠다(Lee, 2001). 맞춤복이 대

부분이던 1970년대 초반에는 경제적 상황이 좋은 중상

층 이상의 부인들이 양장점을 통해 맞춤복을 입었으나

제일모직이나 코오롱이 내 놓은 기성복은 젊은이들에

게 접근이 용이했고, 가격이 저렴하여 저수입 직업 여성

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통기타, 장발, 생맥주 등

과 함께 국내에서도 히피문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블루진과 티셔츠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 있는 아이

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성세대의 위선에 대한 항의

의 표현으로 착용된 블루진은 미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가져온 팝송의 전파와도 관련이 있다(Lee, 2002). 이는 통

신수단은 물론이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미군의

주둔이라는 정치적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젊은이의 사회화와 이데올로기 형성과정이 청

년층 만의 독특한 문화향유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짐작

된다. 미니스커트와 장발이 기존 질서에 위험이 될 수 있

는 파격적인 새 스타일이었기에 보수적 집단과 정부의

통제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움을 갈구하

던 젊은 층의 수용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간 점이 이데올로기 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1970년대 말에는 테일러드 룩과 빅 룩이 유행하

였다. 테일러드 룩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반영

하는 의상으로 패드가 들어간 어깨나 넥타이와 같은 아

이템, 그리고 남성 정장과 같이 바지-조끼-자켓으로 이

어지는 수트 스타일이 남녀평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복이었다. 또한 빅 룩을 통해 이전에 보여지던 여성

의 섬세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차단함으로써 직선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Hamilton(1987)이 제시한 문화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넥타이나 바지와 같은 의복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이

러한 것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사회정서의 변화 등을 통해 여성 복식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60년대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에 의

한 성차 구분의 모호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서구사

회에서 시작된 여성 운동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의 일을 동등하

게 수행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

가 나타나는 의복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Park, 2001). 성

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여성성이

약화된 복식을 수용하거나 남성의 복식을 수용하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갔다. 이

러한 관점에서 Hamilton(1987)이 제시한 문화의 기술적

요소가 사회적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사회

화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점이

당시 한국 사회의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서구문물의 유

입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서구패션 모드의 소개와

복식의 양장화는 해방 이후 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깊으

며 착용이 편리하고 보관이 쉬운 캐주얼 복식의 등장 등

은 당시 사회의 일상생활과 문화가 편리함과 관계가 있

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주거문화

에도 아파트나 양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주방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Kim & Kim, 2008).

그러나 서구패션의 도입이 국내 패션 환경에 미친 영

향은 지대하나 문화의 기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구패션을 무조건 흡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

은 입장은 Kim(2002)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한국이 전

통적으로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비해 집단

주의적 체제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션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미국은 개인주의적이고 남성적인 기

질이 한국 여성보다 강해서 더욱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의복이 등장했으며 한국 여성의 패션에서는 미국보다 여

성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패션의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기 보다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변화가

서구패션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적합할 것이

다.

2. 보수적 여성상과 1970년대 여성 패션

진보주의적 성향의 여성상과는 반대로 보수주의적 성

향의 여성상은 여성의 위치를 가정 안에 국한하고 남성

의 조력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 같은 여성상

에 대한 내용은 여성의 대학 교육이 활발해졌음에도 불

구하고 “결혼”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여대생들이 많았

다는 점과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 메커니즘 측면에서 보수

집단에게 지배적으로 남아있는 유교적 관습의 입장에

서 여성의 지위는 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여성상 속에서 여성의 패션은 남성에

게 잘 보이고자 하는 차림새 또는 관능적인 이미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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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Jeon, 1994). 이러한 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였다.

일부 여성운동가와 진보적 성향의 여성들은 개혁과 평

등의 상징으로 의복을 변화하고 서구의 스타일을 받아

들였지만, 그런 여성의 패션을 관찰하는 남성의 시각은

그것을 욕망을 일으키는 매개물로 여겼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등

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비키니

등으로 대변되는 여성 패션의 이면에는 “남성에게 매력

적인” 혹은 “남성이 섹시함을 느끼는” 등으로 표현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성적 대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는 사회가 지니고

있던 관습과 규범에 의한 것으로 사회화의 메커니즘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당시 농촌 출신 여성들이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

나 여공으로 열악한 삶을 살다가 술집 종업원이나 윤락

여성과 같은 향락 산업과 성 산업에 전락하는 과정을 그

린 영화나 소설의 전파와 1970년대 당시 성 산업의 팽배

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도구화하는 남성 중심의 저급

문화가 존재했던 점도 사회적 메커니즘의 한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Lee, 2001).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이미

지는 ‘수동적, 연약함, 나태함, 순종적인 복종의 대상’으

로 인식되어 왔다(Shin, 1997). 이러한 여성적 이미지는

여성 복식의 변화와 더불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

의 성향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복식을 표현하는 단어

에 있어 “우아함, 선이 고운, 아름다운, 여성적인 실루

엣” 등의 단어는 당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여성성

이 강조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위 논의를 통하여 두 가지의 상반된 여성상이 여성의

패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Ta-

ble 1).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여성의 이미지는 성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급한 소비문화와 함께 여성을 성적 대

상화하고 소극적인 대상으로 규정지어 미니스커트나 핫

팬츠, 비키니 등의 노출의상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이에 반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진출을 시

도하는 진보주의적 여성상은 활동적인 복식이 발달했

다. 새로운 여성상의 여성들에게는 팬츠나 스포티한 활

동 복식, 테일러드 룩과 빅 룩 등이 여성 인권의 향상과

함께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연구를 통해 파악한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인 여성

상은 남녀와 보수와 진보세력의 시각의 차이에서 두 가

지로 양분된다. 군부독재와 유신, 새마을 운동과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여

성의 가치관과 이상적 이미지에 대한 변화도 가져왔다.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에서의 여성상은 보수적인 여성상

으로 가정생활의 주체로 여성의 생활을 한정하고 이에

중점을 두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시대적 이상으로

삼았다.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존재했던 이미지는 정권

의 도구로서 가정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존

속시킨다. 이에 반하여 20세기 초기의 신여성의 등장과

19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문학의 영향으로 도전적이고

일탈적인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발달해 온 새로운

여성상의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

루는 여성들이다. 이러한 두 여성상의 양면성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을 논하는 잣대로 계속해서 존재

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여성상의 형성 배경에는 여

성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이데올

로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이 고등교육

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게 된 점,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점 등을 세부 내용으로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의 1970년대 여성 패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니스커트에서

미디, 맥시, 판탈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이 존재

했다. 당시 패션에 있어 다양한 모드의 등장은 서구 문

물의 발달과 국가 경제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다. Choi

Table 1. Comparison of two ideal images of women

View Features Mechanism Fashion Item

Progressive image

of women
Women

Economic independence,

Social debut

Economic, Political, Socialization,

Ideological, Communications

Pantaloon suit, Pants, T-shirts/

Jeans, Tailored look, Big look

Conservative image

of women
Men

Marriage, Sex object

(Voluptuous image)

Ideological, Economic,

Socialization

Mini skirt, Short pants,

Bik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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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 문화의 유입은 서

구 문물에 대한 모방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양장을 유입

하였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지니

는 물질주의와 부합하여 유행을 만들어내고 경제 구조

의 소비문화를 발달시키면서 다양한 패션이 유통되게

되었다(Lim, 1972).

둘째, 여성의 바지 착용이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한복

치마로 신체를 가리는 옷을 입었던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서구사회에서도 하체인 다리를 크리놀린이나 페

티코트를 통해 은폐함으로써 여성의 종속적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했다(Kim, 1996). 이러한 여성의 종속적 이

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서구의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의

바지 착용을 주장해왔으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바지를

착용한 것은 192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레저용으로 바지 착용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일상복과 외출복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착용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증진과 더불어 증가하여 1970년

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다(Kidwell & Steele, 1989).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바지 착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이 일부 존재했으나 활동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판탈롱이라 불

리는 벨 보텀즈 팬츠(Bell-bottoms pants)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셋째, 티셔츠와 블루진 등의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기

성복 패션이 유행했다. Kim and Jane(2005)에 의하면 한

국과 미국, 양국 모두 블루진의 인기는 선풍적이었으나

디자인의 다양성이 미국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선호

도 또한 미국 대학생들이 좀 더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팝 뮤직과 함께 청년문화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넷째, 테일러드 룩과 빅 룩이 유행했다. 어깨에 패드

가 들어간 모습과 넥타이와 셔츠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

에서 남성복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복식의

남성화는 여성 인권운동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섹스 모드를 등장시켜 여성복의 다양화를 이끌어

냈다.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오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없애려

고 했던 시도가 복식에서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Kim,

1998). 또한 여성복의 남성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Kunz(1996)에 의하면 중국의 마오쩌둥 집권 시

대에는 남녀와 상하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평등

하게 대하기 위해 작업복을 등장시켜 똑같은 스타일을

입혔는데 이를 통해 여성 복식의 남성화가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에서의 남성복화가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연관하여 설

명할 수 있다.

다섯째, 미니스커트, 핫팬츠, 비키니 등의 노출복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노출의상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지니는 의미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성적

욕구 중 이성 간에 서로 “보고 보이기를 원하는” 욕구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물학적으로 능동적인 형태인

남성의 관찰과 그에 반대되는 형태인 여성의 보여주기

원하는 형태가 성적 충동을 충족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Kim, 2007).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와 성 산업화가 팽배

했던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토대로 살펴 볼 때, 노출복

식의 등장과 발달은 여성의 페미니즘 운동과 부합하기

도 하지만 여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에서 에로티시즘과

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Kim, 2001).

위의 패션의 특징들을 이상적 여성상과 연관하여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이상적 여성상

의 하나는 여성 단체가 주장한 진보적인 여성상이 지니

는 패션 특성이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진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

을 이루는 여성들로 이러한 여성들의 패션은 미니스커

트에서 미디, 맥시, 판탈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이

존재했으며 초기 판탈롱으로 대표되던 여성의 바지 패

션은 끊임없이 애용되었고 다양한 바지 패션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20대 직장 여성과 여대생들로 대표되는 젊

은 층에서는 티셔츠와 블루진 등의 활동적이고 스포티

한 기성복 패션이 유행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는 테

일러드 룩과 빅 룩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남성적 특성을

반영한 복식으로 패드가 들어간 어깨나 남성의 정장 스

타일을 그대로 모방한 아이템 등에서 남녀평등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에서의 여성상과 패션의

관계는 여성의 복식을 “아름다운, 선이 고운, 우아한”

등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

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입장도 보수주의적인 여성상

과 일치했는데 이는 여성의 노출복식의 유행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당시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비

키니 등의 노출의상을 많이 입었는데 남성에게 잘 보이

기 위해 입혀진다는 점을 통해 패션이 성적 매개물이 되

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당시의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한 담론이

하나의 사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다양

한 도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패션은 개인의 삶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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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의 삶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시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새로

운 이상적 여성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패션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 당시에 등장한 진보적 여

성상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사회가 원하는 “슈

퍼우먼”을 만들어내는 기저에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는 가정과 사

회로 이상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

록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여성을 원하는 사회로

현대사회가 변모하고 있다. 이상적 여성상의 변모에 대

한 연구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보이는 이

상적 여성상의 차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발전시킨다면

페미니즘과 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별로 정리하여 패션과의 연관을 살핀다면 이

상적 여성상의 변화와 패션의 관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범위를 1960년대까지 확장한

다면 5 · 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를 포괄하는 박정희 정

권 전체 시기의 패션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겠다. 본 연

구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변화, 그리고 패

션이라는 유행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결과, 상대

적으로 보수적 여성상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며 분석에

사용된 1차 자료 중 노출패션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

에 관한 논의가 일정하게 양분되어 있지 않고 남성의 시

각에 편향되어 있다는 제한을 갖는다. 추후 197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한 후속연구 진

행을 통해 본 논문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References

Choi, S. A. (2009).  Americanization and de-Americanization

of Korean fashion since 1945. Unpublished doctoral dis-

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College fashion. (1971, April). Yosungjungang, p. 32.

Geum, K. S. (2002). 현대 패션 100년 [100years of modern fa-

shion]. Seoul: Gyomunsa.

Hamilton, J. A. (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

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1−7. doi:10.1177/088730

2X8700600101

Han, M. S. (1977, February 3). 여성의 이미지 [Image of wo-

men]. Chosun Ilbo, p. 5.

Jeon, H. J. (1994). Feminism and fashion. Journal of Women's

Studies, 9(1), 49−62.

Jeong, J. Y. (2007). The birth of “the woman of the Yi Dyn-

asty” in the 1970s: The “others” of national moderniza-

tion and national identity. Women's Studies Review, 24(2),

41−78.

Joo, C. S., & Lee, C. J. (2009). Korean women at a glance:

The changing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Seoul: Ko-

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ang, I. S. (1999). 근대 한국 100년과 여성의 삶 [100 years

of modern Korea and women's life]. Economy and Soci-

ety, 12, 116−145.

Kim, E., & Jane, F. (2005). Fashion in context: Apparel styles

worn by you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1970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

nal, 23(3), 180−202. doi:10.1177/0887302X0502300304

Kim, E. H. (1977a, August 25). 한국 최초 여성학 강의 [South

Korea's first women's studies lecture]. Chosun Ilbo, p. 4.

Kim, E. H. (1977b, November 10). 여성기성복 너무 비싸다

[Women's ready-to-wear is too expensive]. Chosun Ilbo,

p. 5.

Kim, H. (1971, January). 미니냐 미디냐 [Mini or midi]. Yo-

sungjungang, p. 119.

Kim, J. H., & Kim, Y. C. (2008). Formation of the cultural dis-

courses of ‘modern home’ in women's magazines of the

1960's through the 1970's. Media, Gender & Culture, 10,

109−160.

Kim, J. S. (1996). Study on the femininity and the ideal beauty

of body implied in the fashion and the anti-fashion move-

ment in the victorian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

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M. H. (2002). 한국언론사 (개정판) [History of Korean

media (Rev. ed.)]. Seoul: Nanamchulpan.

Kim, S. H. (1972, June 27). 일사일언: 여성교육 [Women's

education]. Chosun Ilbo, p. 5.

Kim, S. K. (1998). Masculinization of feminine clothing. Jo-

urnal of Gender Equality Studies, 2, 172−182.

Kim, S. N. (1994). 한국 여성잡지에 나타난 여성상연구 [Wo-

men's image research appeared in women's magazines].

출판학연구, 55−79.

Kim, Y. O. (2001).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70s

development of modernization and women's body]. Wom-

en’s Studies Review, 18, 27−48.

Kim, Y. P. (2004). Study on the history of the cylinder presses

used for the vernacular newspapers. Unpublished mas-

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im, Y. S.  (2007). 근대성과 성별화된 시민성 성장 궤도:『군

사주의에 갇힌 근대: 국민 만들기, 시민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Modern trap-

ped in militarism, be civil, and sexual politics』]. Women's

Studies Review, 24(1), 269−276.

Kong, J. W. (Ed.). (2008).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Country

– 654 –



197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15

and everyday life: Park Jung Hui Era]. Seoul: Hanul.

Korea Film Archive (Ed.). (2004). 한국영화사 공부 [Korean

film history studies]. Seoul: Ichae.

Kunz, J. L. (1996). From Maoism to ELLE: The impact of

political ideology on fashion trends in China. Internatio-

nal Sociology, 11(3), 317−335.

Lee, B. J. (1971, February 7). 여권신장: 가정을 지키는 여성

으로서의 참정권 [Political rights as women keeping the

home]. Chosun Ilbo, p. 5.

Lee, H. R. (2002). The formation of 1970's Korean youth cul-

ture: Focusing on the cultural consumption of popular mu-

s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Lee, H. W. (1975, May 17). 몸빼서 미니 ·판탈롱까지 [From

momppae to mini and pantaloon]. Chosun Ilbo, p. 4.

Lee, I. (1977). Women's liberation in Korea. Korea Journal,

17(7), 4−11.

Lee, J. O. (2001). The bright and dark side of industrializa-

tion in the narrative of sexual desire: Two aspects of fe-

male sexuality in prostitute literature of 1970's. Thesises

on Korean Literature, 29, 387−407.

Lee, S. R., & Lee, Y. J. (Eds.). (2006).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

현대사 [Kore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by see-

ing everyday life]. Seoul: Chaeggwahamgge.

Lee, Y. A. (2007). 현대 여성학의 이해 (2판)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women's studies (2nd ed.)]. Seoul:

Beobmunsa.

Lim, H. (1972). Continuity and changes of development val-

u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11, 81−89.

Min, B. S. (1974, January). 유행의 범람 [Flooding of fash-

ion]. Yosungjungang, pp. 132−134.

Park, J. S.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 and Korean

women's movements: a preliminary study. Women's Stud-

ies Review, 18, 73−103.

Shin, S. O. (1997). A study on the feminism charateristics as

found in a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2008).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下 (제3판) [Assistant of new Korea his-

tory II (3rd ed.)]. Seoul: Jisiksaneopsa.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Chosun Ilbo history. (2000). 조

선일보80년사 [80 years of Chosun Ilbo]. Seoul: Chosun

Ilbo.

The Seoul Institute. (2001).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변천사

[Seoul, twentieth century: civic life & culture of the last

100 years]. Seoul: Author.

Yoon, N. K. (1976, April 29). 일사일언: 우수한 한국여성

[Superior Korea women]. Chosun Ilbo, p. 5.

College fashion: 파담 파담 파담 [College fashion: Padam pa-

dam padam]. (1977, July). Yosungjungang, pp. 42−44.

가을과 여성 [Fall and women]. (1972, September 14). Cho-

sun Ilbo, p. 5.

경쾌한 봄차림 T샤쓰 [T-shirts wearing jaunty spring]. (1975,

April). Yosungjungang, pp. 32−33.

날씬을 팝니다 [Slimming sells]. (1972, May 21). Chosun Ilbo,

p. 6.

보이는 멋, 감추는 매력: 노출의 차아밍 포인트 [Looks great,

conceals charm: exposed charming points]. (1975, July).

Yosungjungang, pp. 212−219.

살갗을 아름답게 하는 패션 58가지 [Fashion 58 ways to be-

autify the skin]. (1974, July). Yosungjungang, pp. 81−84.

앙상블 이미지 변화 [Ensemble image change]. (1974, April).

Yosungjungang, pp. 54−57.

여름패션의 방향 [The direction of the summer fashion]. (1973,

May 10). Chosun Ilbo, p. 5.

여성과 생활: 직업여성 한달수지 [Women and life: professio-

nal women one month profit]. (1971, February 4). Chosun

Ilbo, p. 5.

여성능력의 활용과 가족계획 [Use the ability of women and

family planning]. (1970, September 26). Chosun Ilbo, p.

4.

여성 복장 50년사 [50 years of women fashion]. (1971, Janu-

ary). Yosungjungang, pp. 24−28.

젊음은 아름다운 것: 티샤쓰의 멋 [Young is beautiful: Char-

ming of t-shirts]. (1976, September). Yosungjungang, pp.

36−38.

카메라 르포, 자극의 거리 [Camera reportage, street of stimu-

lus]. (1974, July). Yosungjungang, pp. 36−38.

캠퍼스 모우드 [Campus modes]. (1970, April). Yosungjun-

gang, pp. 30−33.

톱스타의 신년 나들이 옷 [Celebrities clothes of New Years's

outing]. (1971, January). Yosungjungang, pp. 18−19.

'78 가을의 멋과 실용, 자켓 [Jacket, charming and practical of

1978's fall]. (1978, October). Yosungjungang, pp. 42−45.

– 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