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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during the 1950’s on the basis of articles that reflected

national policy and changes in society during that time period. Many factor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culture, and these factors can affect each other. As a result, the proces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food consumption culture acts as a living system. This study evaluated the food consumption culture during the 1950’s

because this period was subjected to obvious influences that may explain the modern food consumption market logic and

commercialism. Changes in the national food consumption are dependent on natural changes such as income enlargement

or cultural exchange with a foreign country. Accordingly, food consumption during the 1950’s was influenced by changes

in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needs. In addition, the influx of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had

an adverse effect on local agriculture and resulted in an increased external dependence on food during the 1950s. Moreover,

the import of raw materials and simple manufacturing techniques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food processing

industry that enabled accelerated mass production of food at a low-price. Furthermore, the importation of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that were used as the raw materials for foods that had traditionally been

produced domestically led to an increased burden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ocal food-service industry.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during the 1950’s fresh food began to be replaced with processed foo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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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세계화(Globalization)’

이다. 한국의 음식소비문화에 있어서도 세계화의 흐름은 이

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요구이며 보편화된 현상이다. 하지

만, 세계화는 개방성,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자국 음식문

화의 정체성 확립문제에 혼란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동시에 음식문화의 역사이다. 식량을 찾는

이동 경로는 바로 인류 전파경로가 되었으며, ‘농업혁명’과

더불어 인류는 채집자에서 생산자로 변하여 식량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산업혁명’의 대량생산 체제는 인류의 굶주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음식의

산업화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는 더

욱 심화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역시 더욱 가

속화되었다. 최근 익숙해진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

드 체인점, 이국적 분위기의 레스토랑 등은 단순한 상품판

매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새로운 인테리어, 세련된 디자인,

친절한 서비스, 선물과 같은 각종 문화적 행사 등과 접목하

여 고급, 세련됨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소비자들에게 다가왔

다. 또한,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

의 시대정신과 발 맞춰,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화, 가공

식품의 발달, 테이크아웃 매장의 증가, 음식 배달업 성행,

외식산업의 발달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음식관련 산

업의 세계화시대를 맞아 수입원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

공식품은 안전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해 지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

푸드의 해악은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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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나타나는 음식소비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상품의 생

산자나 유통업자가 음식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어 시장논

리와 상업주의에 따라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선호와 유행과

문화가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Son 2006). 이러한 음

식 소비문화는 가장 좋은 음식이 아니라 소비사회 구조에 가

장 잘 적응한 음식이 유행하고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무엇

보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질도 높아진 것 같은

데 사람들은 비만과 여러 만성 질병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갖

가지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1950년대를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을 구

성하는 일차적인 매트릭스로 간주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

다. 1950년대를 현대 한국사회 근대화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일차적인 맥락이라고 파악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이 한국

현대사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제도 및 가치개편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

고 있다(Han 1998; Heo 2008). 8.15 광복이후 1950년대는

한국자본주의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이며, 농지개혁의 실시로

토지소유관계가 변화하고 국내자본과 농업, 미국독점자본과

국내농업과의 연관형태가 구조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Jang 1989).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구조적 성격

은 크게 변화하였다. 전시인플레이의 누증(累增)과 농지개혁

의 단행, 외국원조의 도입, 기존의 생산력 기반의 파괴 등

의 주요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 사

회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즉, 산업구조

면에서 농업의 상대적 쇠퇴와 광공업기반의 파괴, 그리고 상

업을 비롯한 제3차 산업의 비약적 발달 등의 변화가 온 것

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다른 문화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음식소비문

화 역시 매우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해방이후 도입된 미

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에 따른 혼분식 장려운동과 밀가루 음

식의 주식화 ‘정부의 장려운동’에 힘입은 라면산업, 제빵산

업, 국수산업 등 가공 산업의 급성장, 전시인플레이션과 전

쟁특수를 틈탄 식품의 중간유통 및 서비스업의 비정상적 발

달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음식문화는 음식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 사회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거대한 흐름이다. 즉, 음식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소비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국민들

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의 집계보다

는 그 시대의 음식소비문화가 형성된 정책적, 사회적, 문화

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전체 식품체계(food

system)를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한국

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이 만들어진 1950년대의 음식

소비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 음식소비의 시장논리와 상

업주의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 사료된

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1950년대 음식소비문화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음식소비문화를 살펴보는데 있

어,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당시 사회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

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경

제적 산업구조의 변화들이 어떻게 음식소비시장과 관련되어

대중들의 음식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식품체계(food system)를 파악하여, 획일화 되고 있

는 세계화속의 한국음식문화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一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매체의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매체로는 한국의 대표 신문인「조선일보」

와「동아일보」를 선택해서 신문분석을 시도하였다. 신문기

사는 기자의 눈에 굴절되고 있다는 제한점(Ham 1993)을 가

지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그 내용이 모든 대중

에게 관심 있고 다양하며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는 특성

(Cha 1991)을 지닌다. 또한, 가장 중요한 현실성을 반영하

면서 진실성과 객관성을 갖는 독자의 의식과 관련된 시사성

을 띠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매일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신문은 대중전파력이 높

은 매체로, 사회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울

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

회문제와 관련된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Lee

1987). 따라서, 신문을 통해 음식소비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제시 되는가 고찰해 보는 것은 특정

한 사회, 특정한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의 음식소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즉, 당시대의 음식소비문화

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중

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문을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2. 자료분석

1950년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음식소비문화는 기존 연구

들과 책,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 2차 자료들을 근거로 분석

하였으며, 분석매체인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분석단위

는 기사(item)로 1950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

지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곡가폭등(穀價暴騰)과 절미운동(節米運動)

8.15 이후부터 1950년대는 곡물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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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물가 상승에 대

한 초점은 곡가의 하락화를 통한 물가하락을 기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는 6.25전쟁의 막심한 피

해와 연평균 10% 이상의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물가고(物價高), 그리고 화

폐 개혁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대

다수의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겪던

절대 빈곤의 시대였다. 당시 인플레

이션으로 인한 쌀, 고기 등의 식료품

값의 폭등은 음식값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충을 더욱 심화시

켰으며 이러한 물가 폭등을 잡기 위

하여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절미운동

(絶米運動)을 벌이게 된다.

「이 서울특별시장은 당면한 식량문

제에 관하여 十四일 요지 다음과 같

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시당국

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협의한 결과

十四일부터 정부 보유미를 방출케 되

었으니 동회에서 구입권을 받아 지

정판매소에서 구입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에서는 관계기관을 총동원

하여 양곡을 서울로 집중하도록 방

금 추진 중에서 있음으로 돈 있는 분

은 매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

출가격 一천四백4원은 잠정적 조치

이며 쌀값을 떠러뜨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임

시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명

심할지며 언제든지 정관을 동원하여 위반자들을 적발 처벌할

것이다. 1. 양곡상인-양곡을 감추거나 매석하지말지며 도매상

이라도 소매를 할 것 2. 술 떡 과자 제조업자- 당분간 백미

사용을 중지 할 것 3. 음식점대중식당- 잡곡을 섞던가 대용

식을 사용할 것」

서울시장은 ‘절미(節米)에 협력(協力)하라’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 담화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

시 절미운동의 방향은 술, 떡, 과자 등의 쌀이 원료가 되는

가공식품의 제조를 금지하며, 대중식당에서의 혼식을 장려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량미와 공무원, 경찰용

양곡의 확보를 위해 양곡을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는데 양곡

생산 농민은 정부의 양곡공출로 자유시장의 상대적인 높은

가격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양곡폭등의 이익은 대부분 일

부 계층(상인자본가)에게로 돌아갔다.

1950년대 전반기 신문기사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당시

음식소비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절미운동(節米運動)’이다.

「동아일보 1952. 4. 11 절미위반음식점 2십여건 적발, 음식

점, 요리점 단속」,「조선일보 1956. 11. 9 1956년에는 농림

부, 내무부, 재부부가 합의하여 “1년 동안에 50만 석에 달하

는 쌀을 절약하기 위한” 절미운동을 전개하였다」,「조선일보

1952. 04. 11 점심만은 대용식으로, 서울시 節米 방침을 결

정」, 「조선일보 1952. 08. 26, 절미위반자 앞으로는 엄단,

金泰善 내무부장관 談」, 「조선일보 1952. 11. 10 7일 현재

4백여건, 節米 등의 위반업자」

절미운동의 전개는 일제강점기 이후 자발적인 국채보상운

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

이었다. 반면 1950년대 절미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단속하에 대대적이고 강제적 사안이었음을 위의 몇몇 신문

기사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엿과 떡을 제조

제한(製造制限 ):

十八일 농림부 당

국자가 전하는바

에 의하면 정부에

서는 국내식량사

정에 비추어 식량

의 소비절약을 주

안점으로 하는 소위 절미운동(節米運動)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절미운동에 있어서는 잡곡혼식을 주

창하는 동시에 밀주적발과 제이(製飴) 제병(製餠) 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며 절미에 관한 국민운동은 五월하순부터 오는 十

월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양곡폭등의 이유로 쌀을 원료로 하는 술, 떡, 과

자에 백미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음식점에도 잡곡을 섞는 혼

식을 명령 하였고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국민들의 음

식소비를 통제하였다. 즉, 정부는 물가하락과 경제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대중음식점의 쌀밥 판매를 금지하고,

메뉴를 대용식으로 전환하게 하고, 절미위반자를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강력한 ‘절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1950

년대 후반기 ‘혼분식 운동’으로 이어져 전개되어지게 된다.

2. 혼분식(混粉食)장려와 식생활개선(食生活改選)운동

1950년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산정책(增産政

策)과 곡물을 싼값에 국민에게 공급하는 저곡가정책(低穀價

政策)이 당시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국내적 조건

과 미국 농업의 과잉생산체제로 인한 미국 농산물 재고량의

증가에 따른 대외적 처리 강화 등의 이유로 미잉여농산물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게 되었다. 많은 양의 미잉여농산물의 도

입으로 인해 ‘저곡가 정책’이 가능해진 정부는 앞서 전개하

고 있던 식량소비절약 운동인 ‘절미운동(節米運動)’과 더불

어 미잉여농산물의 주요 품목인 밀가루의 소비를 촉진시키

고 쌀의 부족을 보리의 소비확대로 보충하고자 하는 ‘혼분

<자료 1> 조선일보
1950. 4. 23.

<자료 2> 조선일보
1950. 1. 15

<자료 3> 조선일보 195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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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의 개선이 직접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 보건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견지에서 현재의 쌀 보리등 입식보다

영양높고 경제적이며 노력파시간이 절약되는 분식을 보급시켜

보려는 강습회는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것인지?」

또한, 보건사회부 생활개선위원회 주최로 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된 영양식 강습회도 ‘입식 중심을 고쳐서 분식을 하도

록’ 권하기 위함이었다. 이 강습회는 음식소비를 주도하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

부족상황을 쌀. 보리등을 주식으로 하고 야채를 주 부식으

로 하는데서 오는 폐단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잠정적으로 발표한 영양소량을 제시하며 여

기에 합당한 구체적 메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메뉴에

고로케, 밀크(분유), 후라이샌드위치, 자장면 등의 재료와

조리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음식을 영양학적 견지에서 검

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분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1959. 09. 04:

식생활을 개선하자-경제

적이고 영양있게 -보건사

회부 생활개선위원회주최

로 지난 8월 25일부터「영

양식강습회」가 중앙공보관

(영사실)에서 개최되고 있

다. 이 강습회는 우리나라

음식을 영양학적견지에서

검토하고 이를 시정하기위

한 여러 가지 영양식의 조

리방법과 아울러 종래의 입

식(粒食) 중심을 고쳐서 분식(粉食)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

강습회에서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양을 중심으로하는

식생활 개선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음식의 단점: ~

그러나 영양학상으로 분석해본다면 우리몸이 필요로하는 하루

의 영양소나 섭취할량 등에 단점 또한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상을 다소 개선하여야할 필요가 생긴다. ~이 영양개선은 전

문적으로는 우선 국제적으로 영양섭취 표준 요구량을 작성하

고 이것에 기준하여 각국 생활 환경에 따라 완전하도록 실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영양 표준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 ~이것

은 우리들이 주로 쌀보리등을 주식으로 하고 야채를 주부식으

로 하는데서 오는 패단인 것이다. ▶균형잡힌 메뉴:그러면 구

체적으로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우

리들의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가을철에 성

인남자 1인 1일분(1인당 1일 180환)의 균형잡힌 메뉴를 꾸며보

면 다음과 같다.~ ② 고로께=돼지고기20 감자80 풋고추30

둥근파20 홍당무20 ③ 김치=30 ④ 밀크=분유20 물1홉~ 이

러한 메뉴는 한가지 간단한예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을 참고

로 하여 매일 값싸고 골고루 먹어가면 특히 어떠한 영양소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막고 어린이들의 발육도 정상적으

식 장려운동’을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조선일보 1959년 5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백미대신 잡곡

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잉여농산물계획에 의해 들여온 밀쌀

의 경제성과 다양한 조리 활용을 소개하며 밀쌀을 이용한 밥

짓는 방법, 고로케, 오트밀, 핫케이크 등의 메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백미대신에 잡곡을:

이런 것은 어떨까? -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는 오래됐지만 일반가

정에서 특히 서울에서

는 그리 많이 이용되지

않던「밀쌀」은 미국의

대잉여농산물계획 (對

剩餘農産物計劃)에 의

해서 도입된 것이다.

요즈음 백미대외수출

계획 (白米對外輸出計

劃 細細細)으로 쌀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서울에서도 셋방민( )

들간에 이 「밀쌀」을 차차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밀쌀」

은 시장가격으로 보아서 현재보리쌀이나 외미 (外米)보다도 약

간 싼값으로 매매(賣買)되고 있다.(45 「키로」한포대 약

3,600환 정도) ~소화(消化)가 좋지 못하든가 하지는 않는것

같다. 또 주식용으로 뿐만이아니라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된장 고추장으로도 쓸 수 있다는데 특색이 있다. 이제「밀쌀」

을 이용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선 밥짓는 법을 간단히 설명하

겠다.~ 「밀쌀」을 따로미리 삶을 필요는 없고 백미와 같이

생「밀쌀」을 사용하면 된다.~이외에도「밀쌀」돼지고기와

당근등을 이용해서 「코로케」 牛牛를 만들거나 가루 우유( )를

이용해서 간단한 식사용으로 「오트밀」을 그리고 가루를 만

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어 식생활에 변화를 주는것도 좋을

것이다.」

조선일보에 실린 1959년 보건사회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식생활 개선 영양 강습회’는 쌀, 보리 등 입식보다

영양이 높고 경제적이며 노력과 시간이 절약되는점을 강조

하여 분식을 보급 시켜보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달한 것이다.

「○ 무르익은 포도송이며

싱싱한 야채 그리고 간한물

고기 밀가루 통에든 콩기름

을 테이블위에 두고「비타

민」을 설명하고 단백질이며

「칼슘」철분 등을 설명하는

강습회가 보건사회부와 농

림부 공동주최로 二十六일

부터 서울시내종로에 있는

의사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자료 4> 조선일보 1959. 05. 30

<자료 5> 조선일보 1959. 8. 27

<자료 6> 조선일보 1959.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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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분식 몇가지: 또한 종래의 주식을 쌀

또는 보리등을 밥으로 지어 먹고 있는데 취사의 간소화나 영

양상의 입장에서랑 국수등 분식을 많이 먹도록 해야 한다. -

백환짜리 빵식요리=「후라이·쌘드윗치」◎재료(1인분)~◎

조리법~-백환짜리 국수=자장면 ◎재료(1인분) ~◎조리법

~」

이렇게 1950년대 후반부터는 식생활 개선의 이름으로 국

가 정책적으로 ‘분식장려운동’을 하였으며 이때 분식장려가

시작된 것은 바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에 의한 밀(소맥)

도입이 급증한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은 또한 구호급식이라는 명목하에 우

리나라 ‘학교 급식의 시초’가 되었다. 1950년대는 절대 결

핍시대로 6.25 동란중의 기아 및 준기아 생활, 휴전과 허탈

상태 속에서 영양실조는 계속 되었다. 이때 학교급식이란 명

목으로 구호급식이 시작되었는데, 1953년에 국제연합아동기

구(UNICEF)를 중심으로 외국 원조 급식 양곡지원에 의한

학교 급식이 시작되었다(Lee 1978).

「조선일보 1955. 10. 11 국민교 아동에 12일부터 빵 배급,

1956. 05. 30 무료급식 계속, 1956. 06. 01 급식아동과 분

유활용, 1956. 09. 20 아동급식비로 4억여원 계상, 1959. 07.

11 서울 변두리 국민교생 우유급식 방학 마치면 개시, 1959.

08. 23 변두리 국민교서 분유 급식 시작」

하지만, 위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당시 급식대상자

들이 받은 음식은 주로 빵과 우유급식이었다. 빵과 우유급

식의 도입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청소년들의 입맛을 변화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빵과 고기로 대표되는 서양식에 대

한 거부감을 줄이고, 서구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형성을 가

속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혼분식 장려운동’

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값싼 밀가루가 도입되는 상황

에서 어떤 계층이건 ‘혼분식’을 하게 하여 쌀 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는 쌀, 보리 등을 주식으로 하

고 야채를 부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음식소비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3. 미잉여농산물(美剩餘農産物) 도입에 따른 식품체계(食品體

系)의 변화

8.15 이후 1950년대는 국내농업과 미국독점자본의 관계

가 아주 밀접하였다. 이는 농지개혁의 실질적 주체가 미국

독점자본이었다고 하는 사실, 잉여농산물원조가 대량으로 도

입되었다는 것, 그리고 농민의 농업생산 요소의 중요한 부

분을 형성한 비료 소비량의 전량이 미국원조로 도입되었던

사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Jang 1989).

1950년대 외국의 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

기 때문에 매우 복잡

하다. 즉, 6.25전쟁

기간의 원조는 전쟁

수행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고, 원조의 규

모나 내용면에서 보

면 한국의 내재적 요

구 보다는 공여국인

미국 스스로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점 등에서 단순히 한

국의 경제 부흥, 발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복잡한 성격

의 원조였다는 사실이다. 미잉여농산물 원조는 주로 양곡중

심의 농산물 원조였으며, 전반기(1945-1954)에는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투쟁이 전개된 역사적

격동기여서 미국이 미군정과 단독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

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밑으로부터의 민심수습과 사회안정용

으로 주로 무상 배분위주의 식량원조였으나, 후반기(1955-

1960)에는 그 양이 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주로 미

국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출의 의미가 커 이후 우리 식생활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

미잉여농산물 도입이 우리 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먼저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식품체계

의 변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2차 자료들을 검토

한 결과(Lee 2002)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우리나라 식품

체계 구조 변동에 미친 영향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량농업과

원료농업을 크게 쇠퇴시켰다. 한국농업 정체의 1차적 요인은

미국잉여농산물 도입과 저곡가정책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 후반기 도입된 PL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은

<Table 1>과 같이 주로 소맥, 대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 보다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밀, 보리 등의 수입이 대부분인 점 등을 통하여 미잉여농산

물의 도입은 국내적 수요보다는 정치적, 대외적 필요에 의

해 도입된 국가적 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도

입되어 국내에 판매된 농산물 대금은 미국측과 공동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 미국측 사용비율을 50년 후반 판매대금의

15% 정도였으며, 나머지 85% 가량은 한국측이 사용한 것으

로 모두 국방비에 전입되었다. 이러한 잉여 농산물 도입과

함께 저임금을 지탱하기 위한 저곡가의 강요, 그리고 경제

안정과 조세수입을 위한 임시토지소득세에 의한 현물세 도

입등도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으며, 이는 농업후퇴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식량자급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큰 요인

이 되었다.

둘째,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은 원조물자를 원자재로 사용

하는 몇몇 소비재 공업 특히 그 중에서도 ‘삼백공업(三白工

業)’이라고 일컬어지는 면방, 제분, 제당공업의 비약적인 발

달을 가져왔다. 그 대신 토착(土着) 원재료에 기반하는 전통

<자료 7> 조선일보 195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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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업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주

요 생산시설의 파괴로 제조업의 경우 위축일로를 걸을 수밖

에 없었으나 원조물품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인 섬유 및 식

품 공업의 경우는 신속하게 전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미잉

여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의 수입은 국내 가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나 국내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수급

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한 제조, 가공이였기 때문에

추후 식품원료의 대외의존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

았으며, 대내적으로는 농업, 공업 생산물간의 가격차를 더

욱 부추겨 대내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미잉여농산물의 대량도입은 저곡가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저임금이 유지되었으며 물가안

정을 가져와 도시인의 소비생활과 공업이윤의 축적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미잉여농산물 수입→저곡가→저임

금→물가안정), 이것은 당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

민, 농촌의 궁핍화를 그 제물로 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은 원조물자의 유통 과정에 기

생하는 제3차 산업, 그 중에서도 각종 상업 및 서비스업의

이상(異常)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보통 경제가 발전할수록

물질 생산 부문보다도 그것을 둘러싼 각종 중간유통 및 서

비스 부문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일반적 법칙이 있으나 1950

년대 3차 산업의 발달은 제 1, 2차 산업의 발달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조물자에 기생하여 늘어난 ‘이상적 비대화(異常的肥大化)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Lee 2002).

4. 공업화정책(工業化政策)에 따른 가공식품(加工食品)의 발달

식량의 절대 부족 속에서 6.25 전쟁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는 생존을 위한 먹거리 확보가 크나큰 명제가 아닐 수

없었다. 서양음식은 개화기에 일부 소개되었고, 일제강점기

에 과자, 청량음료, 식용유, 통조림 등과 같은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는 일부 상류층의 식생활과 관련

된 것이었다(Kang 1990). 해방이후 미국의 식량원조와 함

께 제당, 제분 등 삼백산업(三白産業)을 중심으로 2차 가공

산업이 국내 산업의 주축이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근대 식품공업의 시작은 자본주의의 출발과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

는 시장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의 틀이 만들어진 1950년

대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태동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1950

년대 우리 정부는 미잉여농산물의 대량도입에 따른 저곡가

정책으로 저임금에 따른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 조건과 자

본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잉여

농산물의 대량도입에 따른 농촌의 궁핍화를 담보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업화 정책의 성과는 외국

인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인

상적일 정도로 효과적이었으

며 비약적이었다<자료 8>.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와 함께 의무교육에 따른 새

로운 세대의 과학교육의 효과

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며, 도

시인구의 과잉화로 인한 먹거리 분야의 산업화 필요성이 촉

매 되었다. 또한, 1950년대 군대의 급격한 팽창은 한국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산업화를 요구하였다. 즉, 식품 냉장기술,

식품 진공포장 기술, 식품 가공기술 등은 도시 노동자와 군

대 급식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가공식품의 발전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

하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통조림 가공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54.03.18 통조림 제조기 입하 생산량 2배로 증

가」,「조선일보 1956.04.08 통조림 공장 난립 방지, 지역적

분산 조치도 고려 행일」, 「조선일보 1956.11.01 공장 정비

를 단행, 수산물 통조림」,「조선일보 1957.01.27 통졸임 생

산계획 2만7천톤」, 「조선일보 1957.11.20 제한됐던 통조림

민수에도 공급키로」,「조선일보 1958.06.13 통조림 재고, 만

톤 수출 가능」,「조선일보 1958.10.13 동남아에 통조림 5만

상자 수출키로 계약」,「조선일보 1959.08.26 복숭아도 통조

림, 부천서 24일까지 만4천개」, 「조선일보 1959.03.07 통

조림 6만 수출 계획, 수입자금 17만불 요청」

「조선일보 1957. 11. 17 통조림 생산가로 백화점서도 판매:

해무청으로부터 지난 14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통졸임의 일반

<Table 1> PL480호에 의한 품목별 잉여농산물 도입실적 (1956-1959) (단위: 백만달러)

품 목 1956 1957 1958 1959 합계

밀 07,504 02,504 31,590 24,564 66,162(47.7)
보리 12,783 04,276 14,805 - 31,864(23.0)
쌀 14,862 11,978 - - 26,840(19.4)
옥수수, 기타 - - 03,583 574 4,157(3.0)
육우통조림 08,290 - - - 8,290(6.0)
식용유, 기타 378 - - 804 1,182(0.9)
합 계 43,817 18,758 49,978 25,942 138,495(100)

자료: Lee 2002.「해방후 1950년대의 경제」. p335에서 재구성
주)괄호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8> 조선일보
195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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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를 위하

여 광주를 비

롯한 각 백화

점에 직매부

를 두고 생산

가격으로 판

매하도록 되

었다는데 이

는 과거에 군

수용 등으로

일반판매를

제한했던 것

을 완화하여

일반애용을

장려하는 한편 국제시장진출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하

고자 한다」

군부식 조달을 위해 개발된 통조림 가공 산업은 수산물 가

공을 위주로 하는 통조림 생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추후

에는 복숭아 등의 과일 통조림도 개발되었으며, 미국 등에서

들여온 통조림 제조기를 통하여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공급이 가

능하게 되었다. 위 신문기사에서와 같이 통조림의 소비를 증

가시키기 위해 각 백화점에 직매부를 두고 생산가격으로 판

매하도록 하는 등 일반인들의 소비를 장려하였으며 이는 국

제시장진출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통조림 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은 1957-61년

을 ‘수산업 부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수산업

장기 부흥계획과 발 맞춰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식품

의 가공산업은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국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은 미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

과 함께 밀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의 생산, 가공의 산업화를

촉진 시킨다. 그 중 눈에 띄는 산업이 바로 양조업이다.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세계적 수준이다. 1959.

9. 19일자 조선일보 기

사에서도「양조계와 소

비량: 작년엔 2억 4천만

병: 국민 한 사람이 열병

씩 마신 셈-양조장은 전

국에 삼천개소」이를 확

인 할 수 있다. 1909년 대한제국의 주세법으로 우리나라는

술 생산에 국가적 통제를 시도하게 되지만, 주세법의 발효

는 일제시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주세에 의한 착취가 점

점 엄격해져서 개인적 용도로 만드는 술의 면허마저 극도로

제한받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세법 시행은

상업적인 술의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

고,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면서 술의 질은 떨어지게 되었다.

제조원가가 많이 들고 판매 가격도 당연히 비싼 재래식 소

주는 점차 사라지고 재래식 소주에 에틸알코올을 섞어 만드

는 개량식 소주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잉여농산

물의 도입에 따른 밀 소비 촉진과 함께 쌀 소비 억제책이 시

행된 1950년대는 쌀을 원료로 하는 탁주 대신 밀을 원료로

하는 술이 제조되어 싼값의 막걸리를 주로 마시게 되었다.

밀 전분으로 빚은 막걸리는 빨리 당화시키기 위해 첨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숙취와 냄새가 매우 심하였다.

풍부한 밀가루 원료의 수입은 막걸리 뿐 아니라 제과, 제

빵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심지어 영세농민들에게 교환양

곡으로 주어야 할 밀가루가 제과업자와 같은 일부 상인자본

가에게 빼돌려지는 신문기사에서 우리는 단편적이나마 당시

곡물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살펴볼 수 있겠다.

「조선일보 1955. 10. 11 국민교 아동에 12일부터 빵 배급」,

「조선일보 1953. 10. 10 결식아동에게 빵 배급」, 「조선일

보 1958. 12. 23, 뉴욕 제과점에서 고아들을 위문」, 「조선

일보 1958. 01. 16 제과회사를 정비-시설불비업체에 제품금

지조치」, 「조선일보 1952.01.30 사아이군인 등용 풍국제과

가 선봉」등의 기사에서도 당시 제빵, 제과 산업이 활성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57. 9. 27 라면공장에 화재」,「조선일보 1956.

02. 22 청량음료 품질관리 검사」등의 기사를 통하여 라면과

청량음료 등의 가공식품이 1950년 당시에 생산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 음식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산

업화되고 대량생산체제로 돌입한 것은 바로 간장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 간장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 잘 띄운 후에 손 없

는 날을 잡아 집에서 직접 담그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

시대 일본 사업주들에 의해 공장에서 간장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값싼 밀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아미노산

간장이었다. 아미노산 간장은 콩가루, 콩깻묵, 밀 등 단백

질 원료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가성소다나 탄산소다로

중화시켜 얻은 아미노산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재래식 간

장의 색, 맛, 향기를 내는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

다. 양조간장은 일제말기에 한국에 소개되었고 한국전쟁을

<자료 9> 조선일보 1954. 3. 18

<자료 10> 조선일보 1958. 10. 13

<자료 11> 조선일보 1959. 09. 19.

<자료 12> 조선일보 

1959. 07. 30

<자료 13> 조선일보 

1956.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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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1950년대에 비로소 대량생산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조선일보 1957. 10. 24 위험 유독성 술과 간장, 18종에 판

금조치」,「조선일보 1957. 09. 28 나쁜간장 수두룩, 경찰조

사결과 비소함량이 과다」,「조선일보 1956. 11. 08 나쁜 간

장 만든 범인들을 체포」, 「조선일보 1956.10.09 간장을 엄

밀히 조사, 당국지시, 비소 포함 여부 적발」,「조선일보 1956.

09. 14 간장속에 비소 발견, 밀국수중독 원인 판면」, 「조선

일보 1954. 12. 12 맛나니 간장은 유독, 서울시서 시민에게

경고」, 「조선일보 1954. 02. 07 간장 먹고 중독, 일가족 3

명이 위태」

하지만, 위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값싼 원료와 단

시일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경제논리로 접근한 화학분해 양

조간장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상업성과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은 비단 양조간장만이 아니

었다. 1940년대에 ‘아지노모토’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미원’

이라는 조미료의 대명사를 만들어낸 글루타민산은 음식을

만들 때 많은 재료를 넣지 않아도,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않

아도, 적은 양으로 원하는 맛을 내는 대단한 식품으로 등장

하게 된다. 이러한 화학 조미료의 산업화 역시 한국전쟁이

끝난 후 먹거리의 부족 현상과 맞물려 국내에 적극 도입되

게 된다. 이러한 화학조미료의 원료 역시 소맥분이다.

「조선일보 1957. 09. 28 상표 위조하여 조미료를 판매, 두

명을 구속」,「조선일보 1958. 08. 03 조미료 6종을 시서 판

금조치」,「조선일보 1958. 08. 09 10대 소년들 조미료를 위

조판매, 두달새에 2천여만환을 사기」,「조선일보 1959. 04.

24 무허가 조미료 단속, 만 8천그람」

이와 같이 1950년대 ‘미잉여 농산물도입’이라는 국가 정

책은 단순히 ‘혼분식장려 운동’뿐만 아니라 양조업, 제과,

제빵, 라면, 양조간장, 화학조미료 등 우리나라 ‘식품가공산

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 도시공업화에 따른 음식업 및 유통업의 급증

전쟁은 수백만의 피난민을 만들며 도시지역에서 유량인구

의 급증과 더불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온갖 종류의 다양

한 직업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에까지도 상품경제, 화폐경제를 급속히 파

급시키면서 상업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1950년대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53년 1차, 2차, 3

차 산업이 37.7%:12.3%:50.0%이던 것이 1961년에는

35.3%:19.2%:45.5%로 변화하였다(Seo 1995). 이 중 제3

차 산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3년 50.0%

에서 1963년 45.5%로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에

서는 계속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

3차 산업의 성장은 2차 산업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아니었다. 1950년대의 특징인 비정상적인 3차

산업의 비대화 현상을 식품과 관련된 음식업과 유통업에 관

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정상적인 3차 산업(음식업, 유통업)의 성장은 피

난민을 포함한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급속하게 비대해진 도

시화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피난민 뿐 아니라 산업구조면

에서 농업의 상대적인 쇠퇴와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른 제

조업의 발달은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밀집시키는 도시화 현

상을 가속화 시켰다. 1950년대 업종별 정확한 통계가 이루

어지지 않아 유통산업 및 외식산업의 발달 및 전개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대중음식점의 활발한 상업 활동들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 1951. 05. 29. 느는 건

음식점뿐, 난국을 면한 요즘 서울

모습」,「조선일보 1951. 11. 08 시

내 요정(料亭) 일제히 정비, 내일부

터 대중음식점으로」, 「조선일보

1952. 06. 23 설농탕 판매는 27개

소로 지정」,「조선일보 1953. 12.

26 사변전보다 오히려 많다. 서울

의 다방음식점」「조선일보 1957.

01. 06 요식업자등 회의」, 「조선

일보 1959.06.27 삭빙음식 허가제

를 해체」

조선일보 1954년 6월 22일자 신문에는 정부의 환도를 전

후하여 기형적으로 늘어만 가는 서울의 다방과 음식점 등의

영업체 동태 파악을 위한 간단한 시내통계가 실렸다. 1953

년 8월 서울 환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만 가는 음식점과

다방업 등 위생시설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시정 조치를 벌

인 이후 모 수사기관에서 집계한 기사이기 때문에 허가된 정

상업체수의 집계임을 알 수 있다.

1954년 6월 15일자 서울시내 다방은 288개소로 6.25이

전 70개소에 비하면 약 4배, 환도전인 1953년 7월에 비해

2배, 그리고 1953년 12월에 비해 74개(35%)소가 증가한 것

이다. 그리고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파는 요정은 1953년 12

월에 비해 3배가 증가 하였다. 대중음식점 역시 6개월 전에

비해 18%가 증가하였으며, 목노주점은 66%, 중화요리집도

13%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하숙(-64%), 목욕탕

(6%), 이발(17%), 미용(4%) 등의 다른 위생시설 업체수 증

가에 비하여 더 현저히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쟁으로 인한 인구 도시밀집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수요의 급

증으로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

의 팽창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다방, 요정, 미장원

등이 무수히 생겨나 이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한 피폐화, 농경

지의 부족, 농업정책의 실패에 따른 농촌의 빈곤에 기인한

이농현상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농의 결과 도시로 유입된

<자료 14> 조선일보 

195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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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수의 인구는 음식접 등의 서비스업 수요를 증가시킨

것이다.

둘째, 전후 급격한 음식업의 증가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즉, 6.25 전쟁은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갖게 되는 수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한 노동에 나서야 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했

으며 또한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사회와 접촉해야 했다. 이

러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바

로 상업 중에서 음식업 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생계유지형’

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농업 이외의 부문

상업(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 1951년 593,264명, 1952년 597,257명으로 전체 상업

종사자의 50%에 근접하고 있으며 통계에서 누락된 행상이

나 노점상을 합할 경우 상업에 종사한 여성의 수는 더욱 많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Lee 2003).

「동아일보 1953. 07. 24 피난(避難)살이 삼년(三年)의 발자

취-사무실화한 다방(茶房)의 홍수(洪水): 정비시책(整備施策)

은 무허가(無許可) 요정(料亭)만 늘려~이리하여 ‘다방’은 어

느덧 피난민들에게 없을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고, 매

일매일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부산의 다방의 수

는 스스로 하루하루 불어만 갔다. 삶과 음식-급작스레 늘어

간 인구 증가와 더부러 ‘식당’이 늘어가고 또 자연 ‘요정’이 늘

어가고 하여 도처 그 수는 줄지 않았다. 피난시초에는 모두들

그날그날 끼니를 얻기에 바빴으나 날이 갈수록 제법 살림살이

의 자리도 잡히고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막거리타령’을 위하

여 개업한 ‘선술집’ ‘통술집’ ‘빈대떡집’도 한참 때를 만나 급

격한 증가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값이 싸고 실속이 있고 더욱

貧貧빈한( )한 노동자와~1.4후퇴당시 59개소였던 ‘다방’은 그

해 말 78개소, 작년 말에는 99개소, 지난 6월 말 현재 무허

가를 합쳐서 123개소-64개소의 증가를 보여 ‘느는것은 다방

뿐’이라는 말까지 낫고 ‘요정’, ‘음식점’이 532개소로부터 51

년 말 554개소에서 397개소로 22개소의 증가를 보였고, 그

후 정비로 말미암아 52년 말에는 363개소로 지난 6월말 현재

로는 359개소로 줄었으나 그 대신 무허가가 134개소나 추가

하여 수치는 도리어 무허가가 많아졌다. ‘하꼬방요정’ ‘빈대떡

집’ ‘식당’수는 319개소로부터 동년 말에 397개소 지난 6월말

현재 397개소에 무허가가 195개소 ‘봉술집’이 30개소로부터

63개소 다시 무허가를 넣으면 지난 6월말 현재 99개소, 3배

나 증가를 보였고, 이에 따른 접대부는~』

위 기사는 서울 환도 전 부산의 모습이다. 부산 역시 피

난민들이 몰려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다

방의 수는 스스로 하루하루 불어만’ 갔고 ‘급작스레 늘어간

인구 증가와 더부러 식당이 늘어가고 또 자연 요정이 늘어

가고 하여 도처 그 수는 줄지 않았다’. ‘정비로 말미암아 음

식점 수는 줄었으나 수치는 도리어 무허가가 많아졌다. 식

당수에 무허가를 넣으면 지난 6월말 현재 3배나 증가를 보

였다’는 기사를 통하여 당시 무허가 상업 활동의 상황을 읽

을 수 있다. 조그만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데에는 특별한 기

술이나 학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의지와

약간의 밑천을 가진 여성들은 어디에서든지 보따리와 좌판

을 꾸려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영세농가의 주부들이 도시로 올라와 행상을 하는 경우도 있

었다. 무허가 다방, 빈대떡집, 음식점과 관련된 대부분은 영

세 상인들이었으며 대체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여성들

이 경영하거나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는 단속은 그

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켰다.

「조선일보 1953. 04. 03 무허가 음식점 등, 1백여건을 냉안

(冷安)재판」,「조선일보 1952. 07. 04 무허가 음식점 8일부터

강제폐업」,「조선일보 1954. 06. 13 무허가 음식점 단속」,

「조선일보 1951. 07. 30 무허가 음식점 철거, 시경서 이미 585

건 처리」,「조선일보 1954. 02. 26 무허가 음식점 3백건을 적

발」,「조선일보 1954. 04. 27 음식물의 노적도 ‘노굿’ 노천식

당가에도 범법 수두룩」,「조선일보 1953. 11. 29 무허가 음식

점 1백 50여건을 적발」,「조선일보 1954. 06. 25 무허가 음

식점 2백여건 치재회부」,「조선일보 1955. 06. 06 무허가 음

식점 단속」,「조선일보 1956. 10. 16 4개 음식점에 영업정

지」,「조선일보 1957. 04. 28 음식점도 단속」,「조선일보 1957.

09. 28 무허가 음식점 취체(取締), 서울시 의회서 질의」 등

위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무허가 음

식점들이 얼마나 성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정부의 단속의지

와 현황 또한 신문 기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3차 산업의 비대화는 또한 당시 마땅한 생산시설 없

이 원조물자의 유통과 배분에 기반을 둔 유통산업의 이상비

대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잉여농산

물의 도입에 따른 곡물가공식품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외국

으로 부터의 막대한 구호용 원조물자 도입은 결국 전쟁기간

<Table 2> 서울시내의 음식점과 위생시설 업체수 (1953년 12월 ~1954년 6월 )

단위: 개(6개월간 증가 비율%)

다방 요정 대중음식 목노집 중화요리 호텔 여관 하숙 목욕탕 이발 미용

1953. 12 214 77 808 407 213 10 355 64 49 277 253
1954. 06 288 236 955 675 241 20 497 23 53 325 263
증 감 74(35%) 159(206%) 147(18%) 268(66%) 28(13%) 10(100%) 142(40%) -41(64%) 4(6%) 48(17%) 10(4%)

주)조선일보 1954. 06. 22 기사 재구성(집계일: 195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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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전시인플레이션과 전쟁특수를 틈탄 중간유통 및

서비스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1956. 05. 19 서울의 물가

동향, 도매 6% 소매 3% 등귀(騰貴)」,

「조선일보 1956. 06. 03 쌀값 또다시

반등, 2일 도매시세 만7천 5백원」,「조

선일보 1956. 06. 17 5월중 물가동향,

도매 14%, 소매 5% 등귀」,「조선일보

1956. 12. 04 작년 비해 도매물가 평

균 18.3% 앙등」,「조선일보 1957. 02.

11 도매가 다시 25%선 돌파, 원자공매

로 환화 강력 회수」,「 조선일보 1957.

12. 16, 10일 현재 도매물가지수 백10%

전주 비해 1.1% 상승」, 「조선일보

1959. 09. 19 서울도매 물가 지수 134

로 상승」등

조선일보 1959년 8월 25일자「도매 및 소매업 1954년

도에 최고, 써비스업 연차 상승」신문기사를 살펴보면 1953

년부터 1958년까지 국민소득분석을 통한 도소매업 및 서비

스업의 산업상 비중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비중은 평균 15~16%로 제조업의 비중

이 1953년 9.1%, 1959년 12.6%(Lee 2002)인 것과 비교할

때 이들 유통부문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1950년대에는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상업

이 재화의 직접 생산을 담당한 제조업보다 오히려 더욱 큰

산업상의 비중을 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Table 4>는 1950년대 서비스업부문의 부가가치와 총 산

업상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신문기사를 인용하자면 ‘선

진국가일수록 이 써비스업이 산업별 국민 총 생산의 점하는

비율이 커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현저한 비율은 나

타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생활의 안정과 전체적인 국민생활

의 향상에서 연차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수요생산 부문에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생산이 소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상품의 투매매(投賣買)가 오히려 생산 활동보

다도 활발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

다’라는 분석을 통해 1950년대 서비스업의 산업상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상품의 투매매가 활발하여 일어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틀이 만들어진 1950

년대의 음식업, 도소매업은 도시인구의 과밀화, 전쟁의 특

수를 틈탄 투매매의 성행, 산업형 미잉여농산물의 도입 등

경제 사회상황의 급작스런 변화와 더불어 산업상 비중이 매

우 커지긴 하였으나, 무분별한 양적 증가는 오히려 음식생

활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음식생산과 소비에 상

업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V. 결 론

1950년대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난(國難)을 극

복하는 가운데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급작스

런 서구적 제도와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사회, 경

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한 피난민의 물결은 단순한

지역간 인구이동의 영역을 넘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곡

가 폭등과 같은 국내적 조건과 미국농업의 과잉생산체제로

인한 대외적 처리 강화 등의 외적 이유로 막대한 양의 미잉

여농산물의 도입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재화의 가공생

산, 유통, 분배과정을 거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

련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물질의 풍부함

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급작스런 변화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음식의 소비패턴까지도 현

저히 변화시키게 되었다.

음식소비 문화가 형성,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여되는 요소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각 인자들의 상호작

용 역시 매우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음식소비

문화는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 따

라서, 1950년대라는 시대를 단면으로 하여 음식소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연구라 할 수 있

지만, 이 시기는 현대음식소비의 시장논리와 상업주의 문화

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며 영향력 있는 시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들이 고려된 음식소비

<자료 15> 조선일보 
1959. 08. 25

<Table 3> 1953~1958년 국민 소득 분석 (도매업 , 소매업 )

연도
부가가치

(억환) 증가율(%) 국민 총생산 
대비 조성(%)

1953년 613 - 15.7
1954년 938 53.0 16.4
1955년 1,474 57.1 15.6
1956년 1,963 33.2 16.1
1957년 2,473 26.0 15.3
1958년 2,455 -0.01 14.7

주)조선일보 1959. 08. 25 기사 재구성 

<Table 4> 1953~1958년 국민 소득 분석 (서비스업 )

연도
부가가치

 (억환) 증가율(%) 국민 총생산 
대비 조성(%)

1953년 262 - 6.7
1954년 469 79.0 8.3
1955년 796 69.7 8.4
1956년 1,004 26.1 8.2
1957년 1,365 40.0 8.4
1958년 1,558 14.1 9.3

주)조선일보 1959. 08. 25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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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음식생활의 변화는 소득 증대나 외국과의 문화 교류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존해야 하는데(Kong

2008) 1950년대 음식소비의 특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필요에 바탕을 두고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함

으로써 그 변화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신

문기사를 토대로 국가정책에 따른 음식소비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1>.

첫째, ‘절미운동(節米運動)’은 쌀을 재료로 하는 음식소비

감소 현상을 가져왔다.

우리 민족에게 쌀의 의미는 생명이며 재산이다. 이러한 쌀

의 소비를 단시일내에 감소하라는 국가 명령은 국민들에게

매우 힘든 과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강력한 점검과

단속으로 절미운동(絶米運動)을 벌이게 된다. 식생활개선운

동과 더불어 행하여지는 강력한 절미운동은 우리 민족의 쌀

에 대한 애착을 점점 감소시키며,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값싼 산업형 농작물의 도입은 쌀소비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

게 된다. 또한, 미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에 따른 농업의 쇠

퇴는 국내 식량 자급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 미잉여농산물 도입은 비료, 농약, 종자등도 같이 수

입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가족농의 쇠퇴와 붕괴를 가속화 시

킨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나아가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문화적 유산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절미운동과 더불어 도입된 산업형 식량인 미잉여농산물

의 도입은 국내 푸드시스템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를 더욱 줄어들게 하였으며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킴으로

서 쌀을 재료로 하는 음식소비 감소현상을 가져왔다.

둘째, ‘혼분식장려운동(混粉食奬勵運動)’은 분식의 보편화

와 더불어 ‘빵’으로 인식되는 서구식의 우월성과 ‘밥’으로 대

표되는 한국음식의 열등감 조장을 가져왔다.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와 맞물린 정책적 혼분

식 장려 운동은 밀가루에 대한 수입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

게 되었다. 또한, 분식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영

양 강습회 등의 식생활개선운동은 한식의 폐단을 지적하고

서양식의 우수성을 과장 홍보함으로써 한국음식의 열등의식

을 조장하게 되었다. 밀이 서구인들의 주식이라는 점과 결

부하여 밀가루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이로 인하여

서구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빵식=우수한 서구적 식생활’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하여 빵

을 비롯한 서구음식에 대한 무비판적이며, 무분별한 소비문

화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셋째, ‘공업화 정책(工業化政策)’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발달과 값싼 외래원료의 수입은 상업주의적 음식소비문화로

의 가속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식품안전성의 문제를 확대시

켰다. 미잉여농산물 중 소맥과 같은 원재료의 도입은 제분

공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거기서 생산된 밀가루는 라면, 제

빵, 국수 산업 등의 식품가공 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공업화를 추진하여 경제 성장의 발판을 삼으려는 경제정책

은 자본주의 특성인 시장 경제의 논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하

면 낮은 원가를 들여 싸고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경제적 논리로 식품을 생산하려하여 음식의 산업화를

통하여 저렴한 식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

만, 값싼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음식의

외래화를 가속화하게 하여 음식의 안전이 더 이상 개인적 차

<Figure 1> 1950년대 국가정책에 따른 음식소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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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닌 그 피해가 매우 광범위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게 하였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된 산업형 농

작물인 미잉여농산물은 비료, 농약 등의 화학물질로 인한 위

험을 안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이 단절된 가운데 농

산물 생산과 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부정적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미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은 국내 농

업의 쇠퇴를 가져와 국내 식량의 자급자족률을 떨어뜨리는

시초가 되게 하였으며, 값싼 원료를 수입하여 단순히 가공,

유통시키는 2차, 3차 산업구조를 비대화 시켜 국내 식품산

업의 대외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

한, 설탕, 소금, 기름, 화학조미료로 맛을 낸 값싼 식품을

대량 가공 생산해냄으로써 공장에서 생산된 ‘신비한 맛’으로

우리국민들의 입맛을 길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리하여 전통적인 한국음식의 맛과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넷째, ‘수산물 부흥 계획(水産物復興計劃)’에 따른 수산물

통조림 대량 생산과 마켓팅 전략은 가공식품은 고급식품이

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정부는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수산업 부흥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

다. 원양어업을 위한 어선을 건조하며, 양식(養殖)부문을 지

원하며,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기하였으며, 어망, 어

구 등을 국산 대체하여 외화절약 효과와 수출증대를 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대식량 중 가장 먼저 가공식품의 대량화

를 이끌어낸 수산물 가공통조림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

다. 이렇게 수산물 가공통조림의 대량생산은 백화점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며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등 고급화

마케팅을 통하여 ‘가공식품=고급식품’이라는 개념을 인식시

키게 되었다.

다섯째, 무분별한 음식점과 도·소매업의 비대화로 영세

한 외식산업이 발달하여 한국음식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

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은 농촌지역까지도 상품경제, 화폐

경제를 급속히 파급시켰으며, 급격한 인구이동과 함께 도시

화를 가속화 시켜 많은 유동 인구와 상업의 발달을 촉진 시

켰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젊은 남자들의 부재와 부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로 진출하여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였다. 학벌과 자본이 없는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행상과 노점상과 같은 영세 상업이거나 이미 경

험이 있는 음식조리였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겨

난 영세한 음식점들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많은 식중독

등 안전의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 또한, 미잉여농산물의 대

량 도입은 당시 대부분의 공업생산 시설의 파괴로 인해 원

조물자의 유통과 배분에 기반을 둔 유통산업의 이상비대현

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높은 유통마진은 식

품가격을 폭등시키고, 높아진 원재료의 가격은 음식점 이익

의 폭을 감소시키거나, 음식 값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보다 값 싼 식품 원료를 찾게 되고 이는

화학 조미료의 수요를 촉진하게 된다. 충분한 양의 식재료

를 사용하여 음식의 맛을 내야 하는데 높아진 원가는 외식

산업의 이윤을 감소시켜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음식 맛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1950년대 음식

소비문화의 큰 특성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음식 소비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상품의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음식 소비문화를 선도

하고, 시장논리와 상업주의에 따라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선

호와 유행과 문화가 크게 영향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

식산업에서 생각하는 상품의 질은 영양 보건보다 간편성, 경

제성, 미각성에 비중을 높이 두고 있는 실정이다(Seo &

Hong 2001). 특히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호성은 익숙해진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화학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식품산업은

어느덧 소비자들을 저렴한 조미료의 입맛으로 길들이게 된

것이다.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은 농업의 파괴를 가져오고 이로 인

하여 식량의 자급률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식량의 대외의존

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원재료의 수입으로 단

순히 제조, 가공하는 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켜 값싸고

대량생산하는 식품의 산업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미잉

여농산물의 도입은 원재료의 유통업을 활성화 시켜 국내의

복합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시초가 되었으며, 그로 인

하여 원자재의 부담이 증가되어 외식산업의 질적 저하를 가

져오게 되었다.

1950년대 음식소비특성은 신선식품, 가정식 중심에서 가

공식품, 외식 중심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시기

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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