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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nge process for Western style shoes in Korea during the time of modernization

in the 1920s to 1930s. Western style shoes were one of the items imported by foreigners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dress code. It influence started to spread in the 1900s; how-

ever, few high level people wore Western shoes until the 1920s. The trend started to spread through news-

paper advertisements and news articles after the mid 1920s. Western shoes such as modern girl and modern

boy in the 1930s then entered into Korean culture.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organized on a

war foot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1930s and the main materials for western shoes (cow leather, horse lea-

ther and sheepskin) were mobilized as materials for war production; subsequently, new materials using rub-

ber were introduced. The representative material is ‘Marine Leather (水産皮革)’ and Sharkskin ‘Gyoheok (鮫

革)’ and Whaleskin ‘Gyeongpi (鯨皮).’ Form is like the material has changed over time. This study also ob-

served the flow of westernized Korean modern shoes as well as analyzed the details of materials and shape

of western shoes by period. This represent basic materials to understand the legacy of western shoes in the age;

in addition, systemic summary is organized by each kind, shape and materials for each style of western shoes.

Key words: Shoes, Western style shoes, Shoes in modern Korea; 양화, 서양식 구두, 한국 근대 신발

I. 서 론

개항 이후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는 급진

적인 근대화를 겪었다. 이에 우리 전통 복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복식 중에서도 신발과 모자, 머리모양은

가장 먼저 서구적으로 변화하였다. 전통의 신발을 대신

하게 된 고무신이나 양화(洋靴)는 1920년대부터 신문의

기사나 광고에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품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양화는 ‘서양의 신발’

이라는 뜻으로 ‘양화’라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양화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두’라

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구두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복식

품목 중 하나로 왕실과 일본 ·미국 등을 왕래하는 외교

관, 개화파 정객 등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구두

는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주로 상류층들에 의해 착용되

었다. 하지만 현재 구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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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써 착용되고 있다. 이에 구두가 현재 대중품으로

써 착용되기까지 그 과정의 시발점이 되었던 20세기 전

반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1920, 30년대를 중점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 신발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신발에 대한 연구(Cho, 2006; Kim,

1988)는 대개 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고

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전통 신발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유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한국 근대 신발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근대 신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여성의 양화를 고찰한 연구(Jang, 1975)

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 구두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신발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한국

에서 착용되었던 구두의 명칭과 소재, 남성 구두의 형태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고무신에 관한 연구(Lee, 2015)는 일제강점기

라는 시대적 범위는 유사하지만 ‘고무신’을 중점으로 연

구하였기에 구두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구두가 본격적으로 신문에 많이

광고되기 시작한 1920년대와 구두의 전성기였던 1930년

대로 잡았다. 먼저 이 시기에 발행된『매일신보(1920~

1939)』와『동아일보(1920~1945)』를 통해 신발 착용 경

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외래 문물이 도입되면서 외교

관들과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착용되기 시작한 구두는 주로 서양과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관련 용어에 외래어가 많이 사

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발행된『매일신보(每日新報)』와

『동아일보(東亞日報)』에 나타난 기사와 광고를 통해 구

두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분석하여 당시 한국에서 착용

되었던 구두의 형태와 소재를 고찰하였다. 1920년대는

구두 광고가 많이 나타나 있어 삽화를 위주로 구두의 형

태를 파악하였다. 1930년대는 대부분이 구두 상식에 대

한 내용이 기사에 실려 키워드 검색을 하여 추출된 기사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품인 구두가 한국에서 본격적

으로 착용되기 시작한 1920, 30년대에 구체적인 형태와

소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첫째,

일제강점기 신발 착용의 변화를 1920년대, 1930년대 두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둘째, 시대별 구두의 형태와

소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해당 시기 구두 유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호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연구되지 않

았던 1920~30년대 구두의 종류와 형태, 소재를 살펴봄

에 따라 구두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당시 과도기적인 상황과 맞물려 변화된 신발 문화에

관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분석

한 자료들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구두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또는 공연에서 고증 및 재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신발 착용의 경향

1. 1920년대

1920년대 초기에는 전통 신발인 나막신과 미투리, 진

신 그리고 고무신이 주를 이루었다. 고무신이 조선 내

에 본격적으로 이입된 시기는 1919년경으로(“三百萬圓

의護謨靴 [Rubber shoes]”, 1922) 고무신이 등장하기 시

작한 초기의 형태는 서양의 구두 모양과 비슷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였다. 사람들은 고무

신의 형태가 종래부터 신어오던 짚신, 미투리, 당혜, 운

혜, 진신, 비단신 등 전통신발과는 달라 생소해했다(Lee,

2015). 이렇듯 고무신이 도입된 초기만 해도 여전히 나

막신, 미투리 등 짚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사람들만 고무신을 신었다. 하지만 1921년부터 고

무신이 ‘조선신’ 모양으로 개량되자 많은 사람들의 환심

을 사게 되었다(Lee, 2015). 10명 중 7~8명이 고무신을

신고 다닐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三百萬圓의護

謨靴 [Rubber shoes]”, 1922).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고무신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었는데 전통 신의 형

태와 유사하며 바닥창이 가죽으로 된 “경제화(經濟靴)”

(“經濟靴 [Economy shoes]”, 1920)와 신 밑창이 고무로 된

“편리화(便利靴)”(“고무便利靴特賣 [Rubber convenient

shoes]”, 1921)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또한 밑바

닥만 고무로 이루어져 일본식 음차(音借) 발음인 “호모

화(護謨靴)”(“三百萬圓의護謨靴 [Rubber shoes]”, 1922)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두는 상류층 사이에서 착용되기 시작

하였다. 당시 구두의 가격은 약 20원에 이르는 것으로

쌀 한가마니 가격이 15원(“横說竪說 [Gibberish]”, 1935)

이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고가인 물건이었다.

1920년대 초중반 신문에는 구두 삽화와 함께 구두를 판

매하는 ‘양화점(洋靴占)’ 광고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전

통 신발에만 익숙해있던 사람들에게 구두 자체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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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시에 각 양화점의 매출 상승이 주목적이었을 것

이다. 많은 양화점들 중에서도 <Fig. 1>(“顧客本位 [Rel-

iable]”, 1921)과 같이 ‘세창양화점(世昌洋靴店)’과 <Fig.

2>(“朴德裕洋靴店 [Park Deogyu shoes store]”, 1920)와

같은 ‘박덕유 양화점’이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양화점으

로 통했다.

경성 종로 회관에 위치해 있던 세창양화점은 약 60명

의 양화직공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각지에

서 원료를 직수입해(“양화와 양복은 선택함 [Choose sh-

oes and suit]”, 1923)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고 있었다. 박

덕유는 양화점 주인 이름으로 1906년경부터 오래된 신발

을 수선하는 고화수선(古靴修繕)일을 해오다 두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며 양화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1년만에

큰 결손이 나자 혼자서 양화점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 후

18년간 양화점을 운영하면서 남녀노소의 신용을 얻어 조

선에서 유명한 양화점이 되었다(“事業成功者列傳 [Busi-

ness sucessful people]”, 1927). 1920년대는 신문에 양화

점 및 구두 광고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를 통해 1920년

대 신발 착용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같

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구라부 광고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Fig. 3>(“구라부歯磨 [Gurabu dentifrice]”, 1925)과

같이 1925년에는 고무신을 <Fig. 4>(“구라부쓰보미 [Gu-

rabu sseubomi]”, 1926)와 같이 1926년에는 구두를 착용

한 여성의 삽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여성 모두 저고리

에 발목이 드러난 짧은 통치마 차림은 같으나 1년을 전

후로 하여 고무신에서 구두로 삽화가 바뀐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고무신에서 ‘구두’로 바뀐 것

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1930년대

1920년대 대부분 사람들의 주류 신발이었던 고무신

은 1930년대 초반까지 여러 브랜드가 나올 만큼 인기를

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30년

대 중반부터는 고무신이 발의 질병을 일으킨다는(“발의

SOS [SOS of feet]”, 1935) 내용의 기사들이 보이면서

Fig. 1. Sechang shoes store.

From 顧客本位의信賴할만한洋靴! [Reliable, customer-

oriented shoes!].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 Park Deogyu shoes store.

From 朴德裕洋靴店 [Park Deogyu shoes store]. (1920).

http://newslibrary.naver.com/

Fig. 3. Women wore rubber shoes.

From 구라부歯磨 [Gurabu dentifrice]. (1925).

http://newslibrary.naver.com/

Fig. 4. Woman wore western style shoes.

From 구라부쓰보미 [Gurabu sseubomi]. (1926).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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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구두와 핸드백으로 치장

한 ‘양장미인’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최경자가 최초로

세운 양장학원이 등장할 만큼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의

양장차림이 늘어났다. 또한 모던걸(modern girl), 모던

보이(modern boy)라 하여 양장, 양복차림에 구두를 신

은 모습이 사람들이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구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굽 높이가 낮고 끈을 매는 스타일과 신발 가운데로 단

추가 달린 방식의 구두가 유행하는(“패슌 ·쇼오 (三) [Fa-

shion show 3]”, 1933) 등 구두에도 유행 스타일이 생겨

나면서 구두는 점차 일상품목으로 자리잡아 갔다. 또한

양복을 착용할 때 양복 종류에 따라 알맞은 구두의 색

상을 추천하며 의복과 조화(“양복입는법의ㄱㄴㄷ [Col-

our matching]”, 1935)를 이루는 구두에 관한 내용을 다

루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구두 스타일에 관한 기사 외에

도 구두를 착용한 후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도구를 집에

있는 사이다 병따개를 활용해 직접 제작하는 방법(“구

두소제기 [Shoes tool]”, 1936)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는 구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성행되었던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구두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등하교시에 신

는 대표적인 신발 중 하나였다.『동아일보』1935년 4월

5일자 기사(“한職業十五年 [The ways of the world]”,

1935) 내용을 보면 15년 전에는 학생이 절대로 구두를

신지 못하고 징신이나 미투리를 신었으나 지금은 신발

부터가 구두로 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렇게 구

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닌 신발 문화 중 하나

로써 자리매김해갔으며 이러한 내용은『동아일보』1933년

11월 29일자 기사(“구두살때 의주의 [Things to keep]”,

1933)에서도 나타난다.

구두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으로 자리

잡게 되자 1920년대 신문에 많이 실렸던 구두와 양화점

광고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 대신 구두를 보관, 손질하

는 방법, 알맞은 구두를 선택하는 방법 등 구두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법들이 실렸다.

구두에 광택을 내기 위해 보통 구두 크림을 바르는데,

크림 안에는 가죽의 내구성을 유지하게 하는 영양제와

더러운 오물을 빠지게 하는 성분(“구두가 더러우면 [If

the shoes are dirty]”, 1938)이 있어 주로 크림으로 광택

을 내었다. 또한 갈색을 제외한 검은색 계통의 구두들

은 ‘옥도’를 발라 8~10시간 놓아둔 뒤 헝겊을 사용해

문질러 닦아 광택을 내었다. 옥도는 옥도정기(沃度丁機)

로 여드름을 가라앉히거나(“여드름 가튼것 [To treat

acne]”, 1929) 겨울에 손발이 틀 때 그리고 구두를 신고

다녀 발에 동상이 걸려 치료할 때 쓰이는 약품(“손발이

터지고 [How to treat]”, 1936)의 일종이었다. 이러한 옥

도정기는 퇴색한 검은색 구두 전면에 칠하여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구두 광택을 내기 위해

많은 구두약이 사용되자 구두약 비용을 아끼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우유’를 구두 전면에 칠하는 방법

(“구두 손질하는데 [Caring for shoes]”, 1935)이 소개되

었다.

구두를 손질하거나 광택을 내는 방법 외에도 구두 안

창의 탄력성을 보완하기 위해 당시엔 수세미 열매로 안

창을 만들었다(“쑤셈이솔 [How to create]”, 1932). 먼저

수세미 열매를 가로로 베어 내부를 도려내고 한 장으로

평평하게 만든 다음 무거운 돌을 이틀 동안 올려놓았다

가 빳빳하게 펴진 상태가 되면 구두안창으로 사용하였

다는 내용이『동아일보』1932년 9월 15일자 기사(“쑤셈

이솔 [How to create]”, 1932)에 나타난다.

1930년대 구두가 많이 착용되었던 만큼 구두를 장식

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다. 흔히 구두를 묶는 끈과 리

본으로 장식하는 방법이 많았으나 <Fig. 5>처럼 ‘금붕

어 구두’라 하여 금붕어 껍질을 그대로 구두에 부착해

장식하는 방법(“금붕어구두 [Shoes made]”, 1930)도 있

었다. 장식뿐만 아니라 구두에 맞춰 신는 스타킹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Fig. 6>을 보면 ‘1931년식 모던,

스타킹’이라 하여 가로선으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치마

도련에 맞추어 주름과 술을 단 것, 승마화(乘馬靴)와 같

이 단추를 단 것, 그리고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무늬가

Fig. 5. Shoes decorated with goldfish skins.

From 금붕어구두 [Shoes made of goldfish skin]. (1930).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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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타킹(“一九三一년식 모던 [Modern stockings]”,

1931) 등 여러 종류의 스타킹을 볼 수 있다.

III. 양화(洋靴)의 소재

당시 신문인『매일신보』와『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내용으로 보아 구두에 사용되는 소재는 주로 ‘가죽’이

었다. 당시 가죽은 ‘피혁(皮革)’이란 용어로 많이 쓰였으

며 짐승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다. 가죽

은 크게 전시체제 이전과 도입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전시체제 이전에 주로 사용되는 가죽은 주로 ‘소가

죽[牛皮]’과 ‘말가죽[馬皮]’, ‘양가죽[山羊皮]’이였으며 전

시체제 도입시기에는 종래의 가죽 사용의 제한으로 대

용품인 ‘수산피혁(水産皮革)’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구두에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를 크게 전시체제

이전과 도입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시체제 이전

1) 소가죽[牛皮]

당시 조선피혁은 수출총액이 삼백만 원에 달하는 유

망한 수출품목이여서 만주나 일본에 수출(“最近朝鮮產

業 [Recent developments]”, 1921)을 하기도 했다. 특히

우피인 소가죽은 질이 좋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촉망

받는 조선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소가죽을 건조하는

법과 저장하는 법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고 소를 사

역함에 있어 보통 안장을 많이 사용해 찰상이 많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소가죽을 제조하는 각 지역에 기

술원을 배치하고 소가죽을 강화 및 강습하는 등의 지식

을 제조업자에게 교육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

다(“牛皮改良 [Improvement of cow]”, 1922). 이는 소가

죽이 당시 조선산업 중 촉망 받는 품목이었기에 수출을

위해 우피 개량에 대한 사람들의 숱한 노력이었을 것이

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구두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였던 소가죽은 ‘복

수(福壽), 복스, 보스, 복슈, 뽁쓰, 팍스’라는 용어로 쓰

였다. 복수는 ‘복스카프(ボックス・カーフ, box calf)’의

줄임말로 무두질한 송아지 가죽 또는 소가죽을 말한다.

이렇게 소가죽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 것은 서양의 구

두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어, 구두 소재의 명칭

을 들리는 발음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 생긴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2) 양가죽[山羊皮]

소가죽 다음으로 구두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죽은

‘양가죽’이였다. 산양피는 당시 작은 양가죽을 뜻했으며

‘깃도(キッド)’라는 용어로 쓰였다. 양가죽은 구두에 사

용되는 부드러운 소재 중 하나였으나 소가죽에 비해 쉽

게 헤져 내구성이 뛰어나지는 않았다(“깃도와복수 [What

is leather]”, 1935).

작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은 길이가 3척(尺) 평방(平方)

즉, 90cm
2
쯤 되고 큰 양 한 마리는 7~8척 평방 즉 약 210

~210cm
2
되었다(“깃도와복수 [What is leather]”, 1935).

구두 한 켤레에 드는 가죽이 2척 반 평방인 약 90cm
2
 정

도가 들어 작은 양 한 마리로 구두 한 켤레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큰 양은 세 켤레를 지을 수 있었다.

3) 말가죽[馬皮]

조선의 말가죽은 소가죽에 비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

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1914년 당시

수원 근처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프랑스 말인 앵글로노

르만(Anglo-Norman)종과 일본에서 산출하는 말을 수입

하였다. 또한 몽골에서 자란 암컷의 말인 몽고빈마(蒙

古牝馬)와 일본의 장마(壯馬)의 유전자를 혼합해 조선

의 자연적 특징에 적합한 신종류를 개발(“깃도와복수

[What is leather]”, 1935)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구두의 소재로서 조선산 말가죽은 소가죽보

다 항상 뒤쳐졌으며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구두를 선택

함에 있어 열세였다. 소가죽은 질이 빡빡하고 광택이 있

는 반면 말가죽은 거칠고 광택이 없었다. 또한 탄성이 좋

고 두께가 적당하여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소가죽과는

반대로 말가죽은 두께가 비교적 얇아 물이 잘 스며든다

는 단점이 있었다(“原皮續騰 [As the price]”, 1938). 이

Fig. 6. Various types of stockings.

From 一九三一년식 모던, 스터킹 [Modern stockings

in 1931 style]. (1931).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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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가죽을 수입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게 되고 가격

또한 웬만한 소가죽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당시 말가죽

은 고도방 또는 코도반(コードバン)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었으며 이는 스페인의 코르도바(Cordova)산의 결이

고운 산양가죽 즉 말가죽을 뜻한다. 현재 코도방 가죽

은 주로 말 엉덩이의 가죽을 말하는 것으로써 고급가죽

으로 남자 구두와 혁대에 주로 쓰이고 있다.

4) 캥거루가죽

캥거루가죽은 당시 ‘강가루 가죽’(“革 [Shoes]”, 1923)

이라 불렸으며 양가죽인 깃도보다 더욱 부드러웠다. 캥

거루가죽은 수입산이라 양가죽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구두 소재로 캥거루가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

았으나 구두 제작 시 캥거루 소재가 부분적으로 언급되

는 것으로 보아 당시 캥거루가죽으로도 구두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두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소가죽과 양가

죽은 어린 송아지와 양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각 구두 네 켤레와 한 켤레를 지을 수 있었다(“깃도와복

수 [What is leather]”, 1935). 소가죽과 양가죽, 말가죽, 캥

거루가죽 중 제일 부드러운 것은 캥거루가죽이었다. 소

가죽과 말가죽은 부드러운 면에서 양가죽과 캥거루가

죽보다 뒤떨어지나 섬유가 고르고 빽빽해 내구성이 좋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발한다(“알아 두어야할 구

두 [Common sense]”, 1935)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주

로 수입해 오던 말가죽보다는 소가죽이 가격 대비 내구

성이 뛰어나 신발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2. 전시체제 이후

소, 양, 말 등의 가죽은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

두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사용이 제한되었다.『동아일보』1937년 12월

4일자 기사(“軍需資材 [The demand for economy]”, 1937)

에 군수자재인 피혁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입품 소비 절

약에 관한 내용이 실렸으며, 1년이 채 되지 않은 1938년

7월 2일에 ‘수출입임시조치법(輸入出臨時措置法)’이 발

표(“皮革使用制限 [The proclaim restrictions]”, 1938)되면

서 민간에서 피혁 사용을 제한하는 분위기는 더욱 고조

되었다. 이는 피혁이 군수품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었으며 당시 피혁 공급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군수

물자 확보와 국내 수출 부흥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단

행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민간에서 피혁 사용이 제한되

자 구두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소가죽의 부족으로,

개성 양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타격을 받게 되

었고 실직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戰時中小工業問題

[Small industrial problems]”, 1938).

피혁 사용이 제한되는 분위기 속에 소가죽과 종래에

사용해오던 가죽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다 동물 가죽인 ‘수산피혁’

이었다. 이에 평균 12~13원 하던 쌀 한가마니 값의 구두

가격은 약 4원 가량까지 떨어져 사람들이 구두를 구입

하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종래의 가죽을 대신하

는 대용품으로 수산피혁 외에도 인조피혁, 신흥소재 등

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종이와 대나무가 가죽을 대신하

기도 했다. 이에 당시 발명가 박평신(朴平信)이 만든 구

두인 목저양화(木底洋靴)는 고무급피혁화의 대용품으

로 장려되었으며 약 2원에 팔렸고 구두의 이름은 ‘국민

화(國民靴)’라 불렀다(“고무皮革不足 [The lack of rub-

ber leather]”, 1939). 다양한 종류의 대용품들이 종래의

가죽을 대신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것은 ‘수산피혁’이었다. 수산피혁은 상어가죽인 ‘교혁(鮫

革)’, 고래가죽인 ‘경피(鯨皮)’, 명태 등 다양한 어류의 가

죽이 인기를 끌었다. 이에 수산피혁 및 기타소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어가죽[鮫革]

상어가죽인 ‘교혁(鮫革)’은 소가죽과 말가죽의 대용

품으로써 고래가죽인 ‘경피’보다 먼저 기성화되었다. 교

혁은 일본내지산과 대만산으로 어획지를 나눌 수 있는

데 본래 일본내지에서는 원료로 상어 고기[肉]만을 사

용하고 가죽은 폐물에 해당했다. 하지만 어획량이 많아

지고 피질이 우수함이 각광 받으면서 제혁의 원료(“鮫

革 [Shark skin]”, 1938)로서 촉망 받게 되었다.

상어가죽의 큰 장점은 은면의 강인성이다. 은면이란

동물 피부의 진피층에 해당하는 부위로 진피와 표피가

접하는 부위인 유두층(乳頭層) 윗면에 해당한다. 상어가

죽의 은면은 조직이 치밀하고 견고하여 마찰에 대한 저

항력이 소가죽보다 몇 배 이상 높아 내구성이 좋다. 하지

만 상어가죽 은면의 내구성이 좋다 할지라도 용도에 따

라 원료로서의 제한점이 있었다. 벨트로서 상어가죽은

소가죽에 비해 열세한 편이었다. 하지만 신발의 밑바닥

을 제외한 나머지 몸체 부위에 해당하는 갑혁용으로 사

용(“獸皮革代用品 [The rise industrial]”, 1937)할 경우에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가죽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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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래가죽[鯨皮]

상어가죽인 교혁이 구두의 갑혁용으로서 기성화되기

시작하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고래가

죽인 경피는 구두 가죽으로서 실험 중이라 공업화되지

못했다(“産業手帖 [Industry notebook]”, 1938). 하지만 성

공적인 실험 이후 고래가죽은 제화의 소재로써 상어가

죽 다음으로 각광 받았다. 상어가죽의 은면은 구두의 갑

혁용으로 쓰이는 반면 고래가죽의 은면은 구두의 바닥

창으로 쓰였다(“代用品時代 (5) [The period of substitu-

tion (5)]”, 1938).

3) 명태가죽[關北明太]

관북명태는 고무풀과 약품으로 여러 겹 겹쳐서 부착해

가죽과 같이 만들었다. 또한 관북명태는 가죽의 대용품

으로 등장한 것 중에 가장 값이 저렴하였다. 20원이나 되

었던 구두의 시세에 비해 명태 가죽으로 만든 구두의 값

은 약 4원(“代用品時代 [Kwanbukpollack]”, 1938)으로 값

이 저렴하였다. 또한 상어가죽과 고래가죽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방수성이 뛰어났으며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

아(“代用品時代 [Kwanbukpollack]”, 1938) 낮은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다.

4) 돼지가죽[豚皮]

가죽이 군수품으로 동원되면서 민간에서 피혁 사용

이 제한되자 먹거리로 여겨왔던 돼지가죽인 ‘돈피(豚皮)’

가 종래의 소가죽과 양가죽, 말가죽 등을 대신해 <Fig

7>(“豚皮로 구두 製造 [Shoes made of pig-skin]”, 1938)과

같이 구두의 가죽으로 사용되었다. 신발용으로 만들어진

돼지가죽은 내구성과 흡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

만 가죽이 부드럽다는 장점(“豚皮로 구두 製造 [Shoes

made of pig-skin]”, 1938)이 있어 구두의 소재로 각광 받

았다.

5) 기타소재

『동아일보』1921년 3월 6일자 신문에는 타조의 가죽

으로 구두를 만들었다는 기사 내용이 실렸다. 미국 보스

톤 항구에서 아프리카로부터 타조의 가죽을 수입해 일

반 가죽으로 만든 것보다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

여 뉴욕에서 다가오는 부활제에 일반인도 사용(“駝鳥皮

로製靴 [Footwear made]”, 1921)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이다. 따라서 구두를 제작할 때 구두 소재로서 타조가

죽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현재로서 어떤 가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중반에는 조선에서 ‘청창피’라는 가죽이 구두

바닥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동아일보』1924년 8월

18일자 기사에서 당시 시내 공평동 모피혁상회의 주인

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구두의 바닥창은 원래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메리겡가죽’ 즉 토끼가죽을 사용

해왔으나 근래에 들어 조선에서 산출되는 청창피를 사

용(“朝鮮產의 청창피 [Cheong chang-skinn]”, 1924)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청창피는 주로 경성, 인천, 대전,

대구 등 중요한 도시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상인들에 의

해 판매되었다. 청창피는 토끼가죽보다 3배 이상 질기

며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기름을

먹이지 않은 것은 물이 베이고 기름을 먹인 것은 신은 지

몇 일 뒤 가죽이 늘어나 바닥이 넓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朝鮮產의 청창피 [Cheong chang-skinn]”, 1924).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청창피는 신발을 만들 때 많

이 사용되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한 청창피 사용이 늘어

나게 되면 외국물화 구축으로 인해 당시 조선의 경제 상

태를 호전시킬 수 있어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더욱더 청창피 사용이 장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양화의 형태

1. 1920년대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착용한 구두의 형태

는 신문에 실린 구두 광고를 통해 <Fig. 8>(“義信洋靴

店 [Uisin shoes store]”, 1920)과 같은 심고무화(深ゴ-ム

靴)와 <Fig. 9>(“半島江山破天荒 [Bandogangsancheon-

Fig. 7. Men's shoes made of pigskin.

From 豚皮로 구두 製造 [Shoes made of pig-skin]. (1938).

http://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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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1922) 같은 변형화(變形靴)가 착용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Fig. 10>(“福壽短靴大宣傳 [Cow leather shoes ad]”, 1925)

에서도 나타나듯 편상화(編上靴)와 단화(短靴)를 중심

으로 구두가 광고된 것으로 보아 심고무화와 변형화의

착용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0년대 유행했던 남녀의 구두는『동아일보』1930년

4월 6일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검소한 남성들

은 구두 코가 삐둘어진 주먹코 형태에 뒷굽이 높은 뿔

넉식의 편상화(“變遷도 形形色色 [Changes is colorful]”,

1930)를 주로 신었다. 뿔넉식은 구두 브랜드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888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로이드(lloyd)라

는 독일 슈즈 전문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구두를 ‘로이드

식’ 구두로 불렀던 것으로 보아 뿔넉식의 ‘뿔넉’은 구두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뿔넉식 편상화는 <Fig.

11>(“新春의 好消息 [Entreaty of new spring]”, 1921)의 아

래 구두 삽화와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했던 청년들은 아사고무

또는 코가 뾰족하고 뒤가 높은 웰손식 깃도 구두를 즐겨

신었다(“變遷도 形形色色 [Changes is colorful]”, 1930).

아사고무는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본어인 ‘아

사(あさ)’가 삼 또는 빛깔이 옅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 형태로 추측해볼 수 있다. 먼저 아사가 삼

을 뜻할 시 신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어퍼(upper) 부분

이 삼으로 되어있고 밑바닥이 고무로 이루어진 고무구

두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사가 빛깔이 옅

다는 것으로 해석할 시에는 전체가 고무의 소재로 이루

어진 색상이 옅은 고무구두의 형태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웰손식 깃도 구두는 웰손이라는 구두 브랜드에서

나온 깃도 가죽으로 만든 구두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 구두는 <Fig. 12>(“半島江山破天荒 [Bandogangsan-

Fig. 8. Sim gomu haw.

From 義信洋靴店 [Uisin shoes store]. (1920).

http://newslibrary.naver.com/

Fig. 9. Byeon hyeong hwa.

From 半島江山破天荒 [Bandogangsancheonhwang]. (192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0. Pyeon sang hwa, dan haw ad.

From 福壽短靴大宣傳 [Cow leather shoes ad]. (1925).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1. Ppulneoksik pyeon sang hwa.

From 新春의 好消息 [Entreaty of new spring].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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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hwang]”, 1922)처럼 이전 시기에 유행했던 편상화

와 <Fig. 13>(“總動員 六十二名의職工을督勵하야 [It en-

courages 62 workers]”, 1921)과 같은 옥스퍼드 형 구두인

단화 형태가 여전히 착용되었다. 단화는 <Fig. 13> 외에

도 <Fig. 14>(“新春의 好消息 [Entreaty of new spring]”,

1921)와 같이 단추가 달린 형태 또한 착용되었으며 코가

둥근 환형(丸型)의 구두와 <Fig. 15>(“新流行洋靴!! [La-

test trend shoes!!]”, 1921)처럼 리본이 달리고 코가 환형

인 형태가 주로 착용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였던 양화의 형태를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여성들과 여학생들이 주로 신었던 구두는 구두 목의

길이가 정강이를 덮을 정도로 긴 부츠를 즐겨 신었으며

구두 코가 뾰족하고 뒷 굽이 높은 형태였다(“요사이의

여학생 [Girl students of nowadays]”, 1933). 이는 <Fig.

16>(“女學生의신으시 [Girls' shoes must be]”, 1921)과 같

이 여성 구두 광고에 나타난 삽화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

인다. 여성들이 주로 신었던 부츠는 국내에서 편상화 대

신 아미아게(あみあげ)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다. 아

미아게는 끈으로 얽어 올려 묶는 굽 높은 가죽 구두(“요

사이의 여학생 [Girl students of nowadays]”, 1933)를 뜻

하는 것으로 편상(編上)이 일본어로 아미아게라는 것을

Fig. 12. Pyeonsanghwa.

From 半島江山破天荒 [Bandogangsancheonhwang]. (1922).

http://newslibrary.naver.com/1

Fig. 13. Danhaw.

From 總動員 六十二名의職工을督勵하야 [It encourages 

62workers].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4. Danhwa with button.

From 新春의 好消息 [Entreaty of new spring].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Table 1. Classification of western-style men's shoes in the 1920s

Upper category Oxford Boots

Subcategory

(toe)

Narrowish type

[Sehyeong]

Round type

[Hwanhyeong]

Narrowish type

[Sehyeong]

A bulbous nose type

[Jumeocko]

Shape

Term Danhwa PyeonSanghwa
Ppulleok style

PyeonSanghwa

Material

& Price

· Boksu [Calfskin]: 10-13won

· Gitdo (キッド), [Sheepskin]: 15-18won

· Boksu [Calfskin]: 12-16won

· Gitdo (キッド), [Sheepskin]: 15-18won

Fig. 15. Danhwa with ribbon.

From 新流行洋靴!! [Latest trend shoes!!].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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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때 남녀 모두 신는 편상화 자체를 아미아게라

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성이 착용하는 편상

화에 대한 기사 내용에는 ‘편상화’ 그대로를 칭했지만

(“奇談 [A strange story]”, 1925) 여성이 착용하는 편상화

에 대한 기사에서는 ‘아미아게’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

(“可憂의 學生風潮 [Worried about trend of students]”,

1920)한 것으로 보아 아미아게는 여성이 신었던 부츠를

칭하는 관습적으로 생겨난 용어일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 구두는 아미아게뿐만 아니라 펌프스와 옥스퍼드

형 구두인 단화 또한 유행되었는데 굽이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 펌프스 구두는 기생 김영월이 착용하고 찍은 사

진인 <Fig. 17>에서도 나타난다. 길이가 4~5cm 정도의 미

들힐(middle heel)인 더치보이 힐(dutch boy heel)형태였

으며 당시 굽 높은 구두 또는 뒷축 높은 구두라 불렀다.

현대에서 힐 높이 기준을 7cm 이상을 하이힐(high heel),

4~5cm 정도를 미들힐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뒷축

높은 구두의 굽 높이는 하이힐이 아닌 미들힐이였을 것

으로 생각된다.

<Fig. 18>(“美國最新流行洋靴專門商 [American fash-

ionable footwear]”, 1921)은 옥스퍼드형 구두로 4~5cm

정도의 미들힐이며 굵고 안정성 있는 쿠반 힐 형태이다.

이러한 옥스퍼드형 구두는 남성이 착용한 옥스퍼드 구

두와 유사한 형태로 남성 옥스퍼드 구두를 단화라 칭한

것으로 볼 때 여성이 착용한 옥스퍼드형 구두 또한 단

화라 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 16>−<Fig 18>

의 구두 코의 형태가 뾰족한 세형(細形)인 것을 보아

1920년대 여성 구두코 또한 남성 구두 코와 같이 뾰족

한 것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20년대 유행

했던 여성 구두의 형태를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2. 1930년대

1930년대는 초반까지만 해도 굽 높은 구두가 유행하다

중반쯤 이르러 굽이 낮은 구두가 유행하게 되었다(“變

遷도 形形色色 [Changes is colorful]”, 1930). 굽이 낮아

지는 경향은 남성과 여성 구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 구두의 형태는 1920년대 유행했던 뾰족한

세형인 앞코의 굽 높은 구두와 달리 <Fig. 19>(“名種革

Fig. 16. High boots.

From 女學生의신으시난洋靴난반드시弊店에

[Girls' shoes must be in the Sechang shoes store].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Fig. 17. A woman wearing pumps shoes on.

From Park. (2012). http://www.k-heritage.tv/

Fig. 18. Women's oxford shoes.

From 美國最新流行洋靴專門商 [American fashionable foot-

wear specialty store]. (1921).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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靴 [Myeongjong shoes]”, 1932)처럼 코가 납작해지고 굽

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굽 낮은 단화가 유행한 남

성 구두는 광택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난 미국산 가

죽의 검정색과 자색으로 된 것이 유행하였다(“봄의아라

모-드 [Shoes of men and women]”, 1935). 하지만 1920년

대 유행했던 남성 구두와 비교해 볼 때 1930년대 유행한

남성 구두의 형태는 구두 코와 굽 높이를 제외하고는 크

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남성 구두 코는 주로 양 끝이

둥근 무각형(撫角形), 코가 조금 둥근 중환형(中丸形),

둥근 형태의 환형(丸形)으로 나타났다(“革靴 [Shoes]”,

1936). 이에 1930년대 남성 양화의 형태 분류는 다음 <Ta-

ble 3>과 같다.

반면 1930년대 여성 구두의 형태는 남성 구두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1930년대 초반 여성 구두는 1920년

대 유행했던 굽 높은 구두의 유행을 이어 굽이 좀 더 높

아진 하이힐이 유행되었다. 이는 1920년대 유행했던 구

두인 <Fig. 20>(“世昌靴 [Sechang shoes]”, 1926)과 1930년

대 유행한 <Fig. 21>(“어 구두 [Which shoes fit]”, 1935)

의 옥스퍼드 구두를 비교해 볼 때 굽의 높이가 높아진 것

을 통해 알 수 있다. 펌프스 구두는 여전히 유행되었는

데 T자 스트랩이 달린 펌프스 구두가 등장하고 화려한

Table 2. Classification of western-style women's shoes in the 1920

Upper category Pumps Boots Oxford

Subcategory

(heel)
Dutchboy Dutchboy Cuban Dutchboy  Cuban

Shape

Term High heel Amiage High heel Danhwa

Material

& Price
- -

· Boksu

[Calfskin] : 10-13won

· Gitdo (キッド) 
[Sheepskin] : 15-18won

-

Table 3. Classification of western-style men's shoes in the 1930s

Upper category Oxford Boots

Subcategory

(toe)

Round at both ends

[Mugakyeong]

Round at both ends

[Mugakyeong]

A litle round type

[Junghwanhyeong]

Round at both ends

[Mugakyeong]

Round type

[Hwanhyeong]

Shape

Term Danhwa Danhwa Pyeonsanghwa Pyeonsanghwa

Material

& Price
· Enamel [エナメル]

: 4won 70jeon

· Boksu [Calfskin]

: 4won 50jeon

· Boksu [Calfskin]

: 3won 50jeon

· Boksu [Calfskin]

: 7won 50jeon

· Boksu [Calfskin]

: 3won 90jeon

Fig. 19. The toe of a flat shoes.

From 名種革靴運動靴製造直卸 [Myeongjong shoes

myeongjong running shoes, manufacture correctly]. (1932).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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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달리면서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Fig. 22>(“비싼

구두! [Expensive shoes!]”, 1931)는 T자 스트랩 장식이 달

린 화려한 펌프스 구두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

대 여성 구두는 <Fig. 23>(“깐디와에로 [Gandi and ero-

tic]”, 1932)과 같이 고대 로마시대 샌들 형태처럼 굽 있

는 구두가 사교계에서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굽 높

은 구두가 성행했던 1930년대 초반에 여성 구두의 형태

는 주로 끝이 뾰족하고 굽이 높은 구두가 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남성 구두 형

태와 마찬가지로 구두 코가 뭉뚝해지며 굽이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Fig. 20. Shoes in 1920s.

From 世昌靴 [Sechang shoes]. (1926).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1. Shoes in 1930s.

From 어구두가몸에도맛고발에도맛나婦人靴의常識

[Which shoes fit your body and feet? common sense

of missus shoes]. (1935). http://www.bigkinds.or.kr/

Fig. 22. Shoes with T-strap.

From 비싼구두! 호화로운발! [Expensive shoes! deluxe foot!].

(1931). http://www.bigkinds.or.kr/

Fig. 23. Sandal.

From 깐디와에로 [Gandi and erotic]. (1932).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4. High heels, and low heels in the 1930s.

From Kim. (1934). http://www.daljin.com/

Table 4. Classification of western-style women's shoes in the 1930s

Upper category Pumps Oxford Sandal Pumps Oxford Sandal

Subcategory

(heel)
High heel Low heel

Shape

Term High heel Sandal shoes High heel Danhwa

Material

& Price
- -

· Boksu [Calfskin]

: 7won 50jeon

· Burabangkaryu

: 8-1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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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30년대 여성 구두는 1930년대 초반에는 하이

힐, 후반에는 로우힐이 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는 하이힐과 로우힐이 함께 착용되었

는데 이러한 변화는 <Fig. 24>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1930년대 여성 구두의 형태 분류는 <Table 4>와 같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착용

된 구두에 관해 고찰한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구두

가 본격적으로 착용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신발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발 경향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서양의 구두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용되

는 과정과 구두의 특징인 소재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1920년대 초반에는 전래부터 신어오던 전통 신발과 일

본에서 유입된 고무신 착용이 많았다. 하지만 1920년대

초반에 구두 상점인 양화점과 구두 광고가 많이 나타나

면서 구두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자 구두 유행에 관한 기사

들이 나타나면서 구두 착용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1930년대는 모던걸, 모던보이, 양

장미인 등 서구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목을 끌면서 구

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20년대에 비해 구두 광고

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두가 일상생활에 많이 착

용되는 신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손질, 보관, 선택 등 구

두 상식에 관한 내용이 실린 기사가 빈번히 나타났다.

하지만 구두의 유행은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가 도

입되면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두의 주소재였던

가죽이 전시물자로 총동원되고 이에 민간에서의 가죽

사용이 제한되면서 구두 착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구두의 주소재는 가죽으로 당시 피혁이란 용어로 많

이 불렸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가죽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는 전시물자로 가죽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종전

부터 구두의 소재로 사용해오던 소가죽인 ‘복수’, 말가

죽인 ‘고도방’, 양가죽인 ‘깃도’ 등이 제한되고 1938년

7월 2일 ‘수출입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민간에서의

가죽 사용을 제한하는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이에 가죽

을 대신하여 여러 대용품이 등장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산피혁’이었다. 수산피혁 중 상어가죽인 교혁과

고래가죽인 경피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구두의 주

소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후로 크게 변화하였다.

1920년대 구두의 형태 특징은 주로 높은 굽과 구두 끝

이 뾰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남성 구두는 부츠와 옥스퍼

드가 주로 착용되었다. 부츠는 ‘편상화’, 옥스퍼드는 ‘단

화’라 불렸다. 남성 구두는 발가락 부위에 해당하는 토

(toe)가 대부분 뾰족한 ‘세형’이며 ‘일자형’ 토팁(toe-tip)

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구두는 주로 중간 굽의 펌프스와 부츠, 옥스퍼

드가 착용되었다. 펌프스는 당시 ‘뒷축 높은 구두’로 부

츠 형태는 ‘편상화’ 또는 ‘아미아게’라 불렸으며 옥스퍼

드는 주로 ‘단화’라 불렀다. 여성 구두는 남성 구두와 마

찬가지로 토가 뾰족한 세형인 것이 특징이었다.

1930년대 구두 형태의 특징은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굽이 건강상 좋지 못하다는 여론으로 굽 낮은 구두가 유

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토가 뾰족했던 1920년대와는

달리 1930년대는 발끝 부위가 뭉뚝해졌다. 1930년대 초

반에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굽 높은 구두가 유행하

다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굽이 낮은 구두가 유행되었다.

먼저 남성 구두는 1920년대 유행한 부츠인 편상화와 옥

스퍼드인 단화가 여전히 착용되었다. 남성 구두의 특징

은 토가 뾰족한 형태에서 점차 둥글어졌으며 일자형 토

팁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구두는 1920년대 유행했던 펌프스인 ‘뒷축 높은

구두’와 부츠인 ‘아미아게’, ‘단화’라 불리는 옥스퍼드가

여전히 착용되었다. 여성 구두의 특징은 남성 구두와

마찬가지로 토 부위가 둥글어졌다는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구두의 형태를 고찰한 결과 남

성 구두는 모두 신발 갑피 부분에 일자형 스트레이트 팁

(straight tip)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발

끝 부분인 토가 뾰족한 형태가 유행했던 1920년대와는

달리 1930년대는 발끝 부분이 둥근 형태가 유행하여 각

시기에 유행했던 구두 형태의 차이점을 보였다.

본 연구는 서양에서 들어온 구두가 현재 모든 사람들

에게 착용되고 있는 대중품으로써 자리매김되기까지의

본격적인 시점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착용된 구두

의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구두의 소재와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해당 시기의 구두 유

물에 대한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

며 1920년대와 1930년대 구두의 종류와 형태, 소재를

살펴봄에 따라 구두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

이다. 또한 한국 근대를 배경으로 한 구두와 관련된 영

화나 드라마 또는 공연에서 고증 및 재현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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