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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r culture has symbolic meaning and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different mass media. Newspa-

p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1950s and 1960s public culture. In particular, editorial cartoons in news-

papers expressed social aspects of the age implicitly through satire and criticism. This study examines deli-

vered culture by reflecting the past social aspects and inquiring on clothing featured in the editorial cartoon

『Gobau』. As for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on clothing of the age with a review

of『Gobau』. As for a research range, examination was done based on the complete works of Gobau com-

posed of 5 volumes published as a first edition by Hankookmunhwasa on November, 1973. Early『Go-

bau』cartoons from 1951-1963 were published in 5 volumes; therefo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era

from 1950s to the early 1960s. Clothing expressed in『Gobau』were reviewed, classified into formative cha-

racteristics and internal meaning. Internal meaning was examined by dividing into the expression of social

aspects and criticism of society.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lothing in『Gobau』reflected

characteristic in direct manner. There was a coexistence of Hanbok and western-styled, clear distinction

between men's trousers and women's skirt. Besides, various kinds of women's western-styled dress appeared

in the 1960s. Second, they showed the dress culture that reflected past social aspects. Many aspects were

included to reconstruct old and worn clothes due to scarce resources after the Korean War, and cherishing

clothes, buying fabric directly to making clothes, making clothes from dressmaking shop, and restrictions

on imported goods and luxury items. Third, the study also examined the social norms for fashion. It con-

tained negative perspectives on women wearing pants, short skirts, and new hair styles (like perms) from

western culture as well as lip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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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중문화는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중문화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

하여 형성되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큰 역할을 차

지한 매체는 신문과 라디오 방송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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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사만화는 당시의 사회를 풍자와 비판을 통하여,

그 시기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왔다. 시사만

화는 특히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역사를 고

스란히 담고 있어 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또한 시사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와 문화

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

점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사만화인『고바우 영감』에 나타난 복식

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복식과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복식문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

각을 고찰하는 것이다.

『고바우 영감』은 시사만화가 김성환의 작품으로 정치

와 권력층을 신랄하게 비판한 4칸 시사만화로 단순한 그

림체 그 자체로 압축된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고

바우 영감』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국내에 없는 실정

이어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시대 복식과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

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시사만화『고바

우 영감』과 사회적 배경의 경우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고

찰하였고, 복식동향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고바우 영감』에 표현

된 복식의 표현적 특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사례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1973년 11월 한국문화사에서 초판 발행

된『고바우 영감』5권의 전집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권

전집에는 1951년부터 1963년의 초기『고바우 영감』이 게

재되었다. 제1권은 1951년부터 1957년 3월까지 444편,

제2권은 1957년 4월부터 1958년까지 394편, 제3권은

1959년부터 1960년 7월까지 394편, 제4권은 1960년 8월

부터 1961년까지 458편, 제5권은 1962년부터 1963년까

지 389편의 총 2,079편의『고바우 영감』이 게재되어있

다. 그러므로 이론적 배경의 사회적 배경과 복식의 동

향의 연구범위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에 등장하는 고바우

영감과 그 외의 등장인물들에서 표현된 복식을 표현특

성과 상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사례연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10인에게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결과에 따른 대표적 사례인 <Fig. 2>−<Fig.

21>의 20개 그림이 분석한 결과의 항목에 적합한지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0개 그림에 대한 2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은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10인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7점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시사만화『고바우 영감』

『고바우 영감』은 1950년 육군본부에서 발행된 사병만

화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55년 2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1980년 9월부터는 조선일보, 1992년

10월부터는 문화일보에 연재를 하였으며, 2000년 9월

29일 1만 4,139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중단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고바우 영감은 안경을 쓰고, 머리 한 가운데에 한 가

닥의 머리카락과 콧수염을 가진 중년의 아저씨이다. 연

재시기에 따라 고바우 영감의 외모와 성향은 다르게 묘

사되었다.

연재 초기에는 주로 재미 위주의 가벼운 풍자를 지향

하였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불합리한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만화의 성향은 신랄한 비판과 시사성 위주의 풍자

가 짙은 성격으로 전환되었고, 당시 정치와 정부의 정책

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민심을 대변하면서 독자들로부

터는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당국의 경고와 제재를 받으

면서 여러 차례의 사건을 겪기도 하였는데, 유명한 일화

로는 1958년 1월 23일자에 게재된 ‘경무대청소부사건’

만화였다. 경무대청소부를 소재로 하여, 권력만능 세태

를 비판한 내용으로, 경찰당국은 경무대를 모욕하고 허

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을 하였으며, 벌금

을 청구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1958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유행가도 등장하였

고, 또한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에까지 소개되

었다. 1976년에는 일본에서 작품집이 발간되었고, 1977년

에는 하버드대학에서 ‘고바우의 언어’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으며, 2006년 일본에서는 ‘고바우 작

가’라는 박사학위 논문도 나왔다. 1996년에는 국립중앙

박물관에 전시실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에는 고바우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2013년에

는 고바우 영감의 원그림이 등록문화재 제538호로 선정

되었다(Park, 2013).

이러한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은 그 시대의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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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표적 산물로, 당시 복식과 그 문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2. 사회적 배경 및 복식동향

1) 1950년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7월

27일에는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1950년대 초반, 한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물자가 부족하여, 외국에

서 보낸 구호물자에 의지하게 되었다. 1952년 8월 29일

에는「전시생활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물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 규제의 주요 품목에는 의복 원단

도 포함되었으며, 규제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

었다. 이 당시, 의복 원단은 수입경로나 구호물자를 통

하여 구할 수 있어서 귀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사치품

을 비판하였고, 당시의 생활에 맞는 검소한 복장을 추구

하면서 최신 유행을 따르는 복장은 비난을 받았다(Koh,

2002). 또한 1953년 정부는, 물가 폭등을 막고 경제를 일

으키기 위하여 제1차 통화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으

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막았지만 혼란은 가중되었다

(Kim, 2013).

이렇게 1950년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경제적 측

면에서 가난과 피폐의 시기였다. 물자 부족으로 외국의

물자들이 대거 들어왔으며, 새로운 문물들은 복식에 많

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복식동향을 살펴보면, 여성복은 한복과 양

장이 같이 존재하는 시기였다. 당시 충무로에 많은 양복

점들이 생겨났고, 양복점에서 양장점을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후 명동의 유명 양장점들은 패션산업을 주

도하기 시작하였다(Geum et al., 2012). 이 시기 양장은 상

류층 여성과 직업여성이 주로 착용하였고, 양장을 선호

한 이유는 착용감이 편하고, 부와 특권 의식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이 높았던 양장은 사치의 상징으로 받

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직업여성이 선호하였던 차림이

어서 양장을 입은 여성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양풍의 화려한 화장을 하고 양장을

입는 여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Chun et al.,

2005). 또한 1950년대에는 다양한 스커트들이 등장하였

는데, 1956년경에는 플레어 스커트(flare skirt)가 유행하

였고, 이후에는 타이트 스커트(tight skirt)가 유행하였다.

1957년에는 바지통이 좁은 맘보바지도 유행하였는데, 몸

에 꼭 끼기 때문에 입고 벗기가 불편하였지만, 다리를 가

늘고 길게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남성복은 일상복

으로 단정한 셔츠와 양복을 입었고, 한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Geum et al., 2012).

신문기사를 통하여 복식의 흐름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반에는 의복의 규제, 간소한 차림을 권

장하는 기사들과 양장 차림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등장

하였다. 사회부에서 ‘의장간소화대강결정’을 하여 사치

를 규제하고 검소한 차림을 권장하였는데, 남성복은 넥

타이를 하지 않고 셔츠만을 착용하는 것을 권하였고, 여

성복은 귀치마의 보석 치장을 제한하였다(“『넥타이』『귀

치마』굳빠이 [Good-bye to『Necktie』&『Gui skirt』]”,

1950). 그리고 당시 젊은 남성들은 마카오에서 들여온

원단으로 신사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전쟁 직후에 많이

입었던 군복을 대신하여, 이 마카오 신사복이 널리 유

행하였다(“急造(급조)「마카오」紳士汎濫(신사범남) [Hu-

rried construction「Macao」]”, 1953). 또한 한국 여성들

은 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양장 차림을 비판하는 기

사도 등장하였다(Seok, 1953). 1950년대 중반에는 새로

운 양장을 소개하고, 양장을 권유하기 시작하는 기사들

이 등장하였다. 여성의 양장 착용 증가와 유행을 설명하

면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를 풀 스커트

(full skirt)의 창시자로 소개를 하였다(N. G. Kim, 1954).

그리고 양장을 서구방식 그대로 쫓기보다는 한국식으로

한국 여성에 맞게 어울리도록 지어 입자고 하였다(K.

H. Kim, 1954). 그리고 원피스를 입는 여성들이 증가하

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깃이 없고 목둘레가 옆

으로 파진 원피스가 유행이라고 하였다(S, 1955a). 양장

을 입는 여성은 반나체이고, 오히려 남성은 셔츠, 타이,

상의까지 착용하여 예전과 다르게 여성과 남성의 복장

이 바뀌고, 남성의 복장이 복잡해졌다는 기사도 등장하

였다(S, 1955b). 여성의 오바코트(overcoat)도 소개되었으

며(“婦人(부인) 오오바코오트 [Lady's overcoat]”, 1955),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은 옷을 맞출 때에는 조화미

에 중점을 두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한 차

림이 좋으며, 입었던 교복의 원단을 활용하여, 양장을 지

어 입으라는 조언도 하였다(Kwon, 1956). 또한 명동에

서 양장을 입고 활보하는 여성들이 많고, 양장은 간편하

고 실용적이기에 시대의 흐름이라 설명하면서, 양장이

잘 어울리는 여성도 있지만, 낮은 허리선의 양장은 허리

가 길고 다리가 짧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다고 하였다(M. S. Choi, 1956). 한복은 평상시 집안 생활

에서는 불편한 의복이고, 양장은 활동성과 경제성을 갖

추고, 능률적이기까지 하여 양장을 장려한다는 기사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 H. Choi, 1956). 195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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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과도한 노출에 대한 비판과, 맘보바지의 유행에 관

한 기사들이 등장하였다. 대천해수욕장 설렁탕 가게에

서 열린 댄스 파티에서 남성과 여성들의 복장이 야하다

고 비판을 하면서, 여성들은 원피스, 맘보바지, 해수욕

복에 스커트, 남성들은 셔츠와 양복바지 또는 반바지를

입었다고 하였다(H, 1957). 질문과 응답하는 코너에서는

맘보바지를 왜 입는지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따뜻하고

원단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고, 남성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여, 맘보바지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Yoo,

1957). 그리고 한복은 가을이 되면 겉옷을 따로 입어야

하는데, 양장은 기후에 따라 겉옷을 겹쳐 입거나 벗을 수

있어 융통성이 있고, 투피스보다는 블라우스나 스웨터를

받쳐 입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양장의 착용을 권하는 기

사도 등장하였다(“가을의 衣裳(의상) [Fall costumes]”,

1958).

2)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급변하는 과도

기로, 현대사회로 가는 길목이자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1960년에는 4·19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활발

히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1961년에는 5·16군사정변의 정

치적 격변을 겪었다. 5·16군사정변을 통해서는 국가 주

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2년 1월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본격적인 산업화에 다

가서기 시작하였다(Chun et al., 2005).

1960년대 초기 여성복은 경제재건 하에 검소한 생활습

관이 요구되었지만, 점차 양장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스

타일의 양장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남성복도 기성복의

발달과 양복 원단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양복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색상과 원단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1960년대에는 양장이 평상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였다.

1960년대 초반 신문기사를 통하여 복식의 흐름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양장의

유행과, 의복 코디네이션을 조언하는 기사들이 등장하

였다. 큰 칼라와 나그랑 소매로 된 바바리 코트가 유행

이라는 소식을 전하였고(“『라그랑 ·스타일』[A『Trench

coat』with『Raglan· Styled』]”, 1960), 작년부터 유행한

바바리 코트는 유행이 시들어졌지만, 멋을 아는 남성은

그래도 바바리 코트를 착용한다고 전하였다(“가을 밤의

멋「바바리·코트」[Elegance of the autumn night]”, 1962).

그리고 여성들의 과도한 노출을 비판하면서, 여름철 옷

차림을 조언하는 기사도 등장하였다(“더위와 여성들의

옷차림 [Hot weather & women's dress]”, 1960). 남성들

에게 옷과 구두, 넥타이, 양말을 같은 색으로 맞추는 배

색을 권유하면서, 양말에 패턴이 있으면 패턴의 색상을

넥타이 색상으로, 패턴이 있는 옷을 입을 경우에는 양

말과 넥타이는 단색으로 연출하라는 의복 코디네이션

을 조언하는 기사도 등장하였다(“양말 · 넥타이配色(배

색) [Coloration of socks & necktie]”, 1962). 또한 여성

들의 타이트 스커트와 소매가 없는 블라우스와 같은 과

잉 노출 복장은 보수적인 자제들까지도 입게 되었고, 한

복에도 고무신이 아닌 구두를 신는 것이 유행이며, 남성

들은 한복을 잘 입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Park & Hong,

1963).

신문기사에 따른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 복식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III.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표현특성

『고바우 영감』전집의 등장인물은 고바우 영감, 고바

Fig. 1. Clothing tendency according to newspaper articles from the 1950s to early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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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인, 딸 이뿐이, 그리고 다양한 주변인물들과 일회

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고바

우 영감이고, 그 다음은 고바우 부인으로 이 두 등장인

물의 복장은 당시 중년의 남성과 여성의 의상을 대표

적으로 나타낸다. 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표현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두 인물을 중심으로 남

성 등장인물의 착장과 여성 등장인물의 착장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았다.

1. 남성 등장인물의 착장

『고바우 영감』전집에 등장하는 남성 등장인물은 고

바우 영감, 사장, 상인, 경관, 동네 아저씨, 동네 아이 등

다양한 주변인물들이 등장한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착용한 복식의 표현도 대

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묘사되었다.

먼저 고바우 영감의 복식을 살펴보면, 당시 중류층 중

년 남성이 주로 착용하였던 일상복이 그대로 표현되었

다. 연재 초기 복장은 두루마기를 겉옷으로 착용하고, 중

절모를 쓴 모습으로, 이 당시 남성복의 한복 착용이 아

직까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 등

장 이후, 곧 코트와 양복 차림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그

시기가 복식이 급변하는 과도기로 시대의 흐름을 그대

로 반영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예전보

다 날씬한 외형을 가지면서, 양장의 형태 또한 좀 더 슬

림한 형태로 변화되었다(Fig. 2).

그 밖의 남성 등장인물들의 복식은 대부분 양장을 착

용하였다.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노인의 경우에만 두루

마기 한복을 착용하였지만, 노인을 제외한 남성들은 양

장을 착용하였다.

『고바우 영감』전집에 등장한 남성 인물들은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으며, 이는 당시 남성들의 일상복으로

양장을 착용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2. 여성 등장인물의 착장

『고바우 영감』전집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고바우

부인, 딸 이뿐이, 여사원, 여대생, 동네 아주머니 등 다양

하다. 고바우 부인과 딸 이뿐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

성 인물들은 1회성으로 등장하였다.

고바우 영감의 부인은 당시 전형적인 중년 여성의 캐

릭터로 한복을 착용하였다. 이 당시 여성들의 복식은 한

복과 양장이 공존하는 시기였지만, 고바우 부인은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이 5권의 전집에서 계속 한복 차림으로

등장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중년 여성임에도 양장 차림을 한 여성도 등

장하였다. <Fig. 3>은 고바우 영감과 고바우 부인, 고바

우 영감의 지인과 그 지인의 부인이 함께 등장한다. 고

바우 부인은 한복을 착용하였고, 지인의 부인은 양장을

착용하였다. 동년배 여성들임에도 두 부인은 자신의 성

향에 따라 입는 복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중년 여성

등장인물들은 캐릭터의 성향에 따라 한복을 착용하기

도 양장을 착용하기도 한 것이다.

여사원, 여대생과 같은 젊은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부

분 양장을 착용하였으며, 이 또한 당시 젊은 여성들의 복

식경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Fig. 4>는 원피스 양장

차림의 여사원들이 표현되었으며, <Fig. 5>는 투피스와

코트와 같은 양장 차림의 여대생들이 묘사되었다.

또한 여성 등장인물 착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형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스커트

길이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집 1권(1951년~1957년 3월

연재)에 등장하는 원피스와 스커트의 길이는 주로 무릎

Fig. 3.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2 (I).

 From Kim. (1973). p. 14.

Fig. 2. Gobau's changes.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014).

Fig. 4.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1 (I).

From Kim. (1973).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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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발목 위의 길이로 상당히 길게 표현되었으나

<Fig. 4>, 전집 5권(1962~1963년 연재)에 등장하는 스

커트의 길이는 무릎길이를 유지하고 있다(Fig. 5). 이는

1960년대로 갈수록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는 당시의

흐름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다양한 서양 복식이 전해지면서 새롭

고 생소한 라인의 스커트들이 등장하였는데,『고바우 영

감』에서도 나타났다. 전집 2권(1957년 4월~1958년 연재)

에 등장하는 여성 점원이 입은 원피스의 형태는 기존의

스커트와 다르게 폭이 상당히 넓은 풀 스커트 형태의 스

커트가 묘사되었으며<Fig. 6>, 전집 5권(1962~1963년 연

재)에 등장하는 여성이 입은 스커트는 그 당시 유행하였

던 타이트 스커트가 표현되었다(Fig. 7).

이렇게『고바우 영감』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착

장은 그 시대 복식특징이 표현되었다. 당시 여성복의 경

우 남성복보다 다양한 양장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그

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IV.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의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상, 복식동향, 복식을 바라보

는 견해가 담겨있어,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상의 반영, 새로운 복식문화

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사회문화상의 반영

사회문화상의 반영은 당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상

황이 복식을 통하여 표현된 것으로, 경제적 상황의 반영

과 문화적 상황의 반영이 나타났다.

1) 경제적 상황 반영

이 시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

려움을 겪는 시기로, 물자가 부족하여 외국에서 보낸 구

호물자에 의지하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생활물품에 대

한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사치를 배격하였다.『고바우 영

감』에서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상에 따른 복

식문화들이 반영되었다. <Fig. 8>은 코트의 해진 곳에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한 여성이 고바우 영감에게 그것

이 들키자, 당황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 당시 물자가

부족하여 옷을 꿰매 입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Fig. 9>는 고바우 영감이 부인에게 자

신의 구멍이 난 양말을 좀 더 일찍이 꿰매놨어야 된다는

푸념을 하니, 이를 듣고 고바우 부인은 자신의 해져서 천

을 덧댄 치마를 보여주며 자신의 심각한 옷을 보여주려

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일반 대중들의 경제

적 어려움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치를 배격

하는 사회상과 외래품을 규제하는 사회상이 반영되었다.

<Fig 10>은 검소한 차림의 여대생과 그렇지 않은 여대

생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바우 영감이

사치스런 차림의 여대생에게 검소하게 차려 입으라고

훈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당시 검소한 차림이 미덕

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외국산 양복을 입지

말고, 외국산 구두, 타이를 착용하지 말고, 외국산 자동

차를 사용하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라는 모습이 나타

났다.

2) 문화적 상황 반영: 한복과 양장의 혼재

당시 복식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

Fig. 6.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2 (II).

From Kim. (1973). p. 16.

Fig. 5.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5 (I).

From Kim. (1973). p. 45.

Fig. 7.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5 (II).

From Kim. (1973).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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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양복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양복점의 수

가 늘면서, 많은 남성들이 양복을 양복점에서 맞춰 입는

문화가 일상적이었다. 또한 집에서 옷을 직접 제작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Fig. 12>는 양복점

을 방문한 고바우 영감이 양복점 주인에게 가격을 깎는

모습이 표현되어, 남성이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는 문

화는 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고바우 영

감이 한 여성에게 치맛감을 사주기 위하여 상점에 가는

모습이 표현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치맛감을 사

기 위하여 상점으로 가는 일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옷감을 들고 있는 몸집이 큰 여성이

“원피스를 잘 만들 수 있겠니?”라고 마른 여성에게 묻고

있다. 이는 옷감을 직접 끊어서 집에서 옷을 제작하는

문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 시기에는 양복점에서

양장을 맞춰 입는 문화와 집에서 직접 제작하는 문화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 여성들의 일상복은 한복에서 양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한복과 양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

습이 표현되었다. <Fig. 15>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

니들이 등장하는데, 줄지어 걸어가는 어머니들의 복식

을 살펴보면,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양장을 입은 어머

니 같이 등장하였다. <Fig. 16>은 고바우 영감과 한 여성

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상의는 양장을, 하의는 한복

을 입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한복과 양장을 같

이 입고 있어서, 이 당시 한복과 양장의 과도기라는 것

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례는 당시 여성의

일상복이 한복과 양장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한복 또는 양장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은 당

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 새로운 복식문화에 대한 비판

새로운 복식문화에 대한 비판은 당시 서양의 새로운

복식과 그에 따른 복식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비

판과 풍자가 표현된 것이다. 특히 신체노출에 대한 비

판과 새로운 유행의 풍자가 나타났다.

Fig. 9.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4 (I).

From Kim. (1973). p. 41.

Fig. 8.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1 (II).

From Kim. (1973). p. 11.

Fig. 10.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4 (II).

From Kim. (1973). p. 144.

Fig. 12.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1 (IV).

From Kim. (1973). p. 98.

Fig. 11.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1 (III).

From Kim. (1973). p. 89.

Fig. 13.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2 (III).

From Kim. (1973).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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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노출에 대한 비판

시사만화는 현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압축적으

로 표현하는 비평적 기능이 있다. 시사만화『고바우 영

감』은 주인공 고바우 영감과 주변인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비평의 시점은 주로 주인공인 고바우 영감을 통하여 나

타났다. 이러한 고바우 영감의 시선은 단순히 고바우 영

감의 입장이 아니라 대중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며, 이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신체노출에 대한 비판은 서구문물이 빠르게 들어오

고, 서양 복식이 일상화되면서, 예전과 다른 신체노출에

대한 비판이 표현된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잡지와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면

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져서, 신체

노출에 대범한 여성들이 증가하는 시기였다(Koh, 2002).

<Fig. 17>은 고바우 영감이 수영복을 입고 활발히 수영

을 한 여성이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짧은 스커트 길

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고 “아니 무릎이 나오면 안

되나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는 수영복

으로 인한 신체의 노출보다 스커트의 노출에 민감한 이

여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수영복을

통한 신체노출도 비판하고 있다. <Fig. 18>은 고바우 영

감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수영복을 입은 남성

이 해수욕장 거리를 당당히 활보하는 모습과 한 남성이

해수욕장 주변의 건물 실내에서도 수영복을 입고 활동

하는 과감한 모습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

고 있다.

2) 새로운 유행의 풍자

새로운 유행의 풍자는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양장과

패션스타일의 유행에 대한 풍자가 표현된 것이다. 이는

Fig. 15.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2 (V).

From Kim. (1973). p. 11.

Fig. 14.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2 (IV).

From Kim. (1973). p. 147.

Fig. 16.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5 (III).

From Kim. (1973). p. 6.

Fig. 17.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3 (I).

From Kim. (1973).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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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의복과 새로운 유행에 관한 대중의 견해를 살펴

볼 수 있다. <Fig. 19>는 맘보바지를 입고, 파마를 한 여

성이 등장한다. 이 여성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고

바우 영감은 이 여성을 주의 깊게 둘러 본 후에 인력거

를 주면서 “당신 의복에 알맞은 일이야.”라고 말한다.

고바우 영감이 이 여성이 입은 맘보바지에 대하여 상당

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재치 있게

풍자하였다. 이 당시 여성들은 주로 스커트를 입었고, 바

지를 입은 여성이 드물었던 시기이다. 당시 맘보바지가

유행은 하였지만 대중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0>은 무더운 날, 고바우 영감이

풀 스커트 라인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보고, 스커트의

폭이 넓어 통풍이 잘되 보여, 셔츠를 맞춤제작하는 곳

에서 풀 스커트 형태의 셔츠를 제작해 입는 모습을 익살

스럽게 표현하였다. <Fig. 21>은 고바우 영감이 폭 넓은

풀 스커트 라인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대중교통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위트 있게 풍자

하였다. 이는 생소한 복식의 등장을 단순히 신기하게 바

Fig. 18.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3 (II).

From Kim. (1973). p. 66.
Fig. 19.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3 (III).

From Kim. (1973).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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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유머스럽게 표현하였다. 복

식 외에도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유행에 관한

재치 있는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미용학교에서 파마

약을 사용한 전기파마기술을 배우는 모습, 파마가 유행

하는 모습, 에그 버그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헤어스타

일이 유행하는 모습을 유머 있게 풍자하였다. 그리고 당

시 국내 색조화장품 생산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색조화

장품 보급이 증가한 시기로, 립스틱의 유행을 익살스럽

게 표현한 풍자도 나타났다.

『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표현특성과 상징성

을 분석한 결과는 <Fig. 22>와 같다.

V. 결 론

시사만화는 풍자와 비판을 통하여 사회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 매체이다. 또한 당시 생활과 문화에 대

한 대중들의 견해를 담고 있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Fig. 20.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4 (III).

From Kim. (1973). p. 5.

Fig. 21. The complete works of Gobau. Vol. 5 (IV).

From Kim. (1973).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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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시사만화인『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표현특성과 상징성

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상징성은 다시 사회문화상

의 반영, 새로운 복식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표현특성에서

남성 등장인물의 착장의 경우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

다. 여성 등장인물의 착장의 경우, 중년 여성 인물들은

캐릭터의 성향에 따라 한복 또는 양장을 착용하였고, 젊

은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다. 이는 당시

남성과 여성의 일상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은 사회

문화상의 반영, 새로운 복식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

났다. 먼저 사회문화상의 반영은 당시 한국의 경제적, 문

화적 상황이 복식을 통하여 표현된 것으로, 당시 어려웠

던 경제적 상황과 복식문화가 반영되어 웃을 꿰매 입는

모습, 사치품과 외래품을 규제하는 모습, 양장점에서 옷

을 제작하는 모습, 옷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기 여성들의 일상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한복과 양장이 혼재되는 모습도 나

타났다. 새로운 복식문화에 대한 비판은 당시 서양의 새

로운 복식과 그에 따른 복식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나타

난 비판과 풍자가 표현된 것이다. 신체노출에 대한 비판

으로는 수영복과 민소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새로

운 유행의 풍자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양장과 패션스

타일의 유행에 대한 풍자가 표현된 것으로 맘보바지, 풀

스커트,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대하여 익살

스럽게 표현하였다.

이를 종합하면『고바우 영감』은 단순한 4칸 만화가

아니라 당시의 복식동향과 사회상, 그리고 새로운 복식

과 스타일을 바라보는 견해가 담겨 있는 상징성을 가지

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가

는 길목이자 대중문화가 발달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전

쟁 후 물자 부족으로 가난한 생활과 검소한 생활을 장려

한 시기이기에, 복식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선택의 폭이

Fig. 22. Expressive characteristics & symbolism of dress for clothing in the cartoon『Go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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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시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구의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서양의 새로운 복식을 받아들이

는 과정과 그 시각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연재된 시사만화『고바우 영감』은 그 당시 세상

을 바라보는 중요한 풍자만화이자 복식과 복식문화, 그

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

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인『고바우 영감』에 표현된 복식

의 상징성을 고찰한 결과는 한국 복식사료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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