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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der role changes of Korean women reflected on their costumes 
during 20th century. To analyze the diachronic gender role changes, social environments(education, job, economy, 
family systems, mass-media) of 20 th century were inquired by 10 years and comparatively analyzed with 680 
images of representative costumes each period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1) 1900s～1910s: The most repre-
sentative women's gender role was a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refore the adopted western costume, a symbol 
of civilization, were represented women as a passive and sexual object of man. 2) 1920s～1930s: 'Shin Yeosung 
(Modern Girl)' was the representative gender role of that time. They were the symbol of enlightenment and new 
education. Their costumes influenced to the changes of traditional Hanbok in functional side. 3) 1940s～1950s: In 
World War II. a strong and stubborn women were wanted to support their family. They threw feminity and changed 
their costumes into an active and functional 'Mombbe'. 4) 1960s～19970s: Women asserted Gender equality and 
resisted the traditional women's gender role. Mini Skirts and Unisex costumes were symbolic costumes reflecting 
the changes. 5) 1980s: The self confidence of women's gender role affected the androgynous look and body- 
conscious look in modern fashion. 6) 1990s～2000s: Now, the dichotomy of gender role is not no longer effective 
way to understand the social changes and fashion trend rather tha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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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역할(sex role)은 특정 사회와 문화권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기 되는 성격 특질, 행동 규범, 양식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그 사회의 념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성역할은 생물학

 요인보다 사회문화  가치에 따라 사회화 과정에

서 부분 무의식 으로 내재화되는 특성1)을 가진

다. 내재화된 성역할에 한 태도는 복식과 같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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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정구, “성역할 형성 요인에 한 연구,” 숙명여자 학교 논문집 30호 (1990), p. 12.
2) 자료출처: 고부자, 우리생활 100년: 옷, (서울: 암사, 2001); 유수경, 한국 여성양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1990); 기숙 외,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2002);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 원회, 우리 옷 이천년

(문화 부, 2001); 별건곤, (서울: 경인문화사, 1926년 11월～1933년 6월); 삼천리, (서울: 사, 1926년 

6월～1942년 7월); 신여성, (경성: 개 사, 1923년 11월～1934년 4월); 여성, (경성: 조선일보사, 1934); 월간 

멋, (서울: 멋, 1984년 5월호～1987년 11월호); 의상, (서울: 의상사, 1965년 5월호～1975년 12월호); 숙명여

자 학교박물  (2006년 5월 [2006년 5월 1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museum. 
sookmyung.ac.kr), 조선일보(2006년 5월 [2006년 5월 15일 검색]).(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
photo.chosun.com), 서울역사박물  (2006년 5월 [2003년 5월 15일 검색]).(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museum. seoul.kr)

3) 김은경, “청년 후기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 결정 요인 분석” (부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89), p. 9.

모를 통해 가시 으로 표 되고, 이러한 표 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 의미가 공유되어 있기 때

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합한 외모를 보여

으로써 그 역할에 한 수용 태도를 상징 으로 표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한국 여성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통사회에

서부터, 일본과 서구문화의 향을 받았던 근 를 거

쳐, 산업화와 다원화로 이야기되는 에 이르기까

지 성역할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 여성 성역할

의 변화는 근․  한국 사회의 가치 의 변화를 의

미하며 문화의 총체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

까지 여성 성역할에 한 선행 연구는 에 집 되

어 있고, 사회구조와의 계성에 한 분석(임정빈․정

혜정(1997), 김양희(1995) 등)  사회의 직업 유

형 변화와 성역할 변화와의 련성 연구(황유선(2002), 
김혜원․김명소(1998)), 매체와 련된 여성 성역

할 연구(조 호․박해 (1997)) 등 사회․문화 요소와

의 계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 
성역할 표 의 가시  도구인 복식과 성역할에 한 

선행 연구는 여성의 성역할 자각 유형에 따른 직업 

유형, 의복 구매 행동과의 련성 연구(원미숙(1983), 
최경희․강혜원(1985), 최윤경(1990), 차진희․김재숙

(1995) 등)와 복식디자인 선호 경향과의 계성(박인

미(1989), 이선재(1996), 유경숙․이명희(1997) 등) 연구 

측면에서 주로 진행되어왔다. 즉, 여성의 성역할 변화

에 한 사회문화  근과 복식문화와의 계성에 

한 통시  변화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역할의 통시  흐름과 총체  

계성에 따른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근․  한

국의 사회․문화  흐름을 통시 으로 고찰하고, 그 

변화 속에서 추구되었던 여성 성역할 특성 변화와 복

식과의 계성을 밝  이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통시  연구를 한 본 연구의 시간  범 는 크

게 근 와 로 나뉘며, 근 는 개항 이후 서구문화

가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1950년 한국 쟁 

발발 이 까지의 시기로, 는 한국 쟁 이후 1960
년부터 재 2000년까지로, 미국을 심으로 한 서구

문화와 가치 이 사회 반에 향을 미친 시기이다.  
연구방법은 근․  한국의 다각 인 사회․문

화  흐름을 10년 단 로 나 어 선행 연구, 참고문

헌,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 경제 활동, 가구 

구조, 매체(잡지) 등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

해 각 시 에서 요구되는 여성 성역할을 규명, 시
별 복식디자인 특성과의 계성을 비교분석하 다. 
비교분석에 사용된 각 시 별 표  복식디자인 

련 자료는 선행 연구, 참고문헌을 심으로 정리하

으며, 시 별 구체 인 이미지 자료(총 680개)2)를 수

집하여 주요 스타일, 실루엣, 기타(액세서리, 헤어스

타일 등)을 심으로 분류, 시 별 복식디자인 특성 

고찰의 보조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결과는 근․  한국 여성의 성역할 유형 

변화와 여성 복식디자인 변화를 통시 으로 비교분

석함으로써 미래 한국 여성 성역할 변화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성역할과 복식디자인
1. 성역할 형성 및 영향요인
심리학에서는 성역할의 형성은 주로 아동이 부모

의 성역할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모는 

자녀의 한 성역할 행동에 하여 보상과 칭찬을 

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3).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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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bid., p. 42.
5) 이선이, “TV 로그램의 성역할 정형화에 한 고등학생의 인식조사 연구”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 논문, 2005), p. 21.
6) 한국 사상 집 6; 한국의 근 사상, (서울: 삼성출 사, 1983), pp. 13-16.

으로 형성된 성역할 변화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

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와 같은 환경요인이 있으며, 
주요 사회  환경요인으로는 가족구성, 부모의 양육

태도, 경제력, 직업 유형, 교육, 사회제도, 매체의 

향 등이 있다. 이  학교는 인간의 사회화를 제도

으로 돕도록 만들어진 기 으로 교육의 목표  내

용, 교육자의 태도 등은 아동의 성역할 학습에 많은 

향을 미친다. 한, 김은경(1989)은 학력이 높은 집

단이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진보 인 성역할 사

회화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그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 다
4). 교

육 외에 박숙자(1978)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더 근

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며, 소득이 높을수록(기승주 

1988, 박태온 1983, 최규련 1984), 맞벌이 부부일수록 
더 근 인 성역할 태도(이형실 1985, 최규련 1984)
를 보인다고 하여 거주환경과 경제력, 직업의 유무도 

성역할의 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문화

계발효과이론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는 사회 ․정치

 환경에 한 인간 지각에 하고 폭넓은 향을 

미치는 주정보원으로 특정한 의식과 사고를 배양하

며, 문화의 동질화를 유발하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5). 
이경우 등(1987), 주은희(1996) 등도 선행 연구에서 

매체를 성역할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로 

보았는데, 매체는 성역할의 고정 념을 무의식

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역할 고정

념의 재생산 도구가 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 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성역할의 형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기 부모이며, 성
역할 고정 념을 변화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학교를 심으로 한 교육, 경제력, 직업의 유

무  유형, 사회제도,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경제 활동, 직업, 사회제도, 

매체 변화를 심으로 한 여성 성역할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성역할 태도와 복식디자인의 관계
성역할 태도는 복식디자인의 선호와 착용에도 

향을 미쳐 복식디자인 선호 경향을 통해, 착용자의 

성역할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복식 색채 선호 경향에 한 이인자(1974)의 연구에

서 남성 인 성향의 경우 탁하고 어두운 색을 좋아하

으며, 이선재(1996)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 색

채 선호에서 남성성과 양성성은 고채도를 선호하며 

여성성은 동색 비를 선호한다고 하 다. 한, 남
성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성  태도를 가진 사람보

다 명도, 채도, 한색 계열을 선호하며, 양성  태

도를 가진 사람은 명도, 채도에서 여성  태도와 유

사하며, 한난에서는 남성  태도와 여성  태도의 

간  특성을 갖는다고 하 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 스타일의 선호와 련된 이인자(1976) 연구에서

는 남향성이 높을수록 직선과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

하 으며, 이선재(199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

록 미혼일수록 양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 직선 인 디

자인과 두껍고 거친 직물, 단순한 문양, 큰 액세서리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희(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양성성의 남자가 유행에 한 

심, 신분 상징성  개성에 한 심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성성과 미분화 남자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복식디자인의 선호  

착용은 착용자의 성역할 정체감을 직 으로 표

하는 것이며, 복식디자인의 외형  특성을 통해 착용

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하여 유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Ⅲ. 근․현대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에 
따른 한국 여성의 성역할 특성 

1. 근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성역할 
변화 특성

한국의 근 화는 1876년의 병자개항 이후, 건

인 사회체제가 서서히 무 지고 근 화의 자본주의

가 성립되며 출발되었다6). 개항 이후 이러한 사상  

변화  외래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시  남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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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숙, 김민자, 김 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 , 최해주,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2002), p. 87.
 8) 문옥표, 신여성, (서울: 청년사, 2003), p. 151.
 9) 이화형, 허동 , 유진월, 맹문재, 윤선자, 이정희, 한국 근 여성의 일상문화 3; 복식, (서울: 국학자료원,

2004), p. 11.
10) 김남천, “여성의 취업문제,” 여성 5권 12호 (1940), p. 26
11) 경옥, 변신원, 김은정, 이명실, 한국여성 문화사2, (서울: 숙명여자 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pp. 46-47.
12) 이정옥, “한국의 공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문제연구, ( 구효성가톨릭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p. 14.

비 사상이 무 지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남성 심의 

사회로 진출하는 여권 신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898년 한국 최 의 도 부인회 조직 이후, 여성 교

육은 정규교육기  외에 각종 강습회, 야학, 교회 활

동 등을 통해 지속 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화

학당이 1925년 이화여자 문학교로 발 하 고, 
앙보육(1922), 경성보육(1926) 등의 여성 문 교육기

도 증설되었다
7). 1920년 와 1930년  이후를 나

어 보면 1920년 의 근  교육 제도에 한 비 에서

는 여성들은 주도  경향을 보 고, 여성이 주도한 

만큼 보다 원리 이고 근원 인 차원에서의 비 이었

다. 1920년 에는 여성의 자의식과 자각에 기 하여 

식민지에서의 여성 억압과 차별을 비 하고 여성의 

해방을 고양하는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30년
로 이행하면서 남성과 여성, 식민 지배민과 피지배

민, 자아와 타자(서구)라고 하는 립환 보다는 학교

와 사회,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 는 이론과 실제의 

립이라는 차원으로 문제가 옮겨지는 상을 보

다8).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1920년 에 조선사회

에 하나의 향력 있는 집단 층으로 등장하 다. 이
들은 신교육을 통해 근 인 의식의 자각을 이루어 

여성운동에 심을 갖게 된 여성들로 여성운동의 선

도  역할을 하 으며, 보 인 의식계몽운동을 통하

여 여성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 
이 시기에는 여성 잡지(‘가뎡잡지(1906)’, ‘지남(1908)’, 
‘선부인회잡지(1908)’, ‘우리의 가뎡(1913)’, ‘여자계

(1917)’, ‘ 여자시론(1920)’, ‘신가정(1921)’, ‘부인(1922)’, 
‘신여성(1923)’, ‘부녀지 (1924)’, ‘부녀세계(1927)’, ‘장
한(1927)’, ‘ 부인(1928)’, ‘근우(1929)’, ‘여성지우

(1929)’ 등)가 여성 계몽운동에 많은 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활동을 확장시키는 견인차의 역할

을 하 다. 
여성 잡지는 여권 신장과 사회 참여, 가정생활, 연

애와 결혼, 생, 음식, 문화, 자녀교육뿐 아니라 복식

문화에도 지 한 향력을 미쳤다
9).

근  신교육을 받은 여성은 교원, 의사, 약제사, 산
, 기자, 배우 등의 직업을 가졌으며, 193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여성 취업이 증가한 원인은 여성 교육

의 확 에도 기인하 으나, 조선에 있어 새로운 자본

체제의 산업발달과 한 계가 있다. 산업의 발달

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요구하 다. 과거의 직업여

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선구자

인 자부심과 지에서 직업을 가졌던 것에 비해 서민

층의 여성들은 경제 인 이유에서 직업을 택하기도 

하 다10). 
정치 ․사회 으로 큰 변환기 던 근 는 여성 

스스로 통사회의 성역할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회

를 얻고자 노력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 다. 가족구성의 형태도 남성을 심으로 한 

가족 형태에 한 비 이 등장하고, 평등한 부부

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 심의 핵가족 제도를 추구하

기 시작하 다. 교육, 직업, 사회생활, 가족 계를 

심으로 한 근  성역할 변화를 정리하면〈표 1〉과 같

다. 

2. 현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 성역할 
변화 특성

복 후 차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 경제 활동 참

가율은 가정의 생계를 한 여성 경제 활동의 수요와 

함께 한국 쟁을 기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

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 활동은 임  단순노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성역할 구분과 차별이 존재하

여 여성은 남성의 반에도 못 미치는 임  수 으로 

일을 하는 등, 경제 활동에서 주체 이기 보다는 보

조 활동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11), 임 이 낮은 

생산직에 편 되는 상을 보이며 사무직도 하  사

무직에 집 되는 상을 보 다12). 기혼 취업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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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계청,  산업유형별 여성 비율(1963～2000) (2006년 8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kosis.nso.go.kr.
1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2년 장래가구추계 (2006년 8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kosis.nso.go.kr.
15) 경옥, 변신원, 김은정, 이명실, op. cit., p. 257.
16)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학생의 학진학률 (2006년 8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kosis.nso.go.kr.

경우는 직종과 임 에서 차별  우를 받음으로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으며, 가
정에서의 가사 부담을 일차  역할로, 직업을 부수  

역할로 인정받는 차별  성역할 규범을 강요받았다. 
통계청 자료13)를 보면 1960년  이후 여성 직업군은 

보다 문화되어 1970년 에는 제조업과 사회간 자

본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 증가, 1980년 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융  부동산 련 직업이 

폭발  증가, 1990년 는 교육,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으로 직업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보다 문화되

어 가며, 가사노동이 문 인 직업의 유형으로 등장

하 다.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

지는 여성가구주14)가 1975년 850천명에서 2005년은 

3,076천명으로 약 3.6배 증가하여 동기간에 남성가구

주가 5,798천명에서 12,713천명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  이후 여성 교육은 지속 으로 확 되어 1930

년  여성 문맹률이 89.5%에서, 1950～60년  여성문

맹률은 13세 이상의 여자 인구  39.8%로 감소, 1970
년 에는 17.6%15)로 낮아졌으며 1975년에서 1980년까

지 22% 정도 던 여학생 학 진학률은 1990년 31.9%, 
2004년 79.7%로 차 증가16)하 다. 

 여성의 가치 과 사회  심을 잘 보여  잡

지를 살펴보면, 1955년 창간된 ‘여원’을 시작으로 ‘주
부생활(1965)’, ‘여성동아(1967)’, ‘여성 앙(1970)’ 등
이 창간되었다. 이 당시 여성 잡지들은 문학과 교양

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잡지의 내용은 가정을 심

으로 한 모양처의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어, 실  

여성성과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1975년 ‘세계 여

성의 해’가 선포, 서구에서 한창이던 페미니즘 운동

의 향을 받았고,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과 피

임에 한 공론화 상, 성문화의 표면화 상이 나타

났다. 1980년 의 여성 잡지는 문 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시사와 교양  다양한 요구에 따른 문화 경

향을 띄기 시작했다. 1990년 는 세계화, 문화 개방이

라는 환경  향으로 수많은 라이센스 잡지들(보그 

코리아(1996), 엘르(1992), 하퍼스 바자(1995) 등)이 창

간하 으며, 문화의 주류로 떠오른 10～20  은이

들을 상으로 한 (Young) 패션지들(쎄시, 에꼴, 신
디 더 퍼키 등)이 창간되었다. 잡지의 형태도 종합지

가 아닌 문화, 세분화된 잡지가 주류를 이루었으

며, 기혼여성을 타깃으로 삼을 때에도 ‘미시족’을 

한 잡지를 표방하 다. 
교육, 결혼, 직업 그리고 삶에 한 가치 을 보여

주는 잡지, 화 등의 매스미디어의 변화를 통해 살

펴본  여성의 성역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  이후 표면화된 페미니즘의 향과 80년  

개방화 정책, 90년  이후 인터넷의 활성화는 여성이 

통  성역할에 벗어나 다양한 성역할을 할 것을 강

조하는데 일조하 다. 이 때 등장한 미시족(Missy)은 

통  여성 성역할과 다른 가치 을 가진 여성으로 

이들은 주로 의상을 통해 주부의 통  여성역할과 

다른 복합 인 여성 성역할을 강조했다. 여성 잡지도 

단순한 시사교양지에서 벗어나 복합 이며 다양한 

여성 소비자를 상으로 보다 문 인 주제로 세분

화되기 시작했으며, 여성 패션은 다양화 문화된 직

업과 라이 스타일  개성을 나타내는 자의식 표

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근․  여성 성역할의 변

화와 계된 사회  환경변화를 보면〈표 1〉과 같다. 

Ⅳ. 근․현대 여성복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근․  여성 성역할 특성과 여성

복 디자인을 상호비교하기 하여 복식디자인 요소

인 실루엣, 스타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을 선정하

고 이의 변화를 사회문화  흐름과 상호 비교하 다. 
보다 총체 인 사회문화 상과의 연계성을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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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문화  요인에 의한 근․  여성 성역할의 통시  변화 

교육 직업 결혼/가족제도 매체(여성 잡지) 시  여성상

1900～
1910

-남성과 여성 교육의 
차별화

-신교육 등장

남성 심 가족제

가뎡잡지(1906),
우리의가뎡(1913),
여자계(1917)

- 통  여성상

1920

-여성 교육 증가

-자의식에 기 한 근

교육제도의 비

과 자성

남성 심 가족제

여자시론(1920),
신가정(1921),
부인(1922),
신여성(1923),
부녀지 (1924),
부녀세계(1927),

부인(1928),
근우(1929)

-신여성 등장

-여성 근 화의 계몽

기

1930

-남성과 여성의 문제

보다는 사회, 학교, 
생활로 문제를 확

함

-직업 여성 증가

- 문직 종사자 등

장

- 가족제의 비  등장

-부부 심 핵가족 

선호

-타 과 양보 기반의

평등 부부 계 논의

신가정(1933),
앙(1933),

모던조선(1936),
사해공론(1937)

-신여성

1940～
1950

1939년 세계2차  발발로 인한 여성의 사회  역할 축소, 
후 생계형 여성 경제 활동 증가

- 후 생계를 책임지

는 강한 여성

1960
-교육의 확  여성 

문맹률 39.5%
- 등교육 의무화

-여성 경제 활동 수

요 증가, 사회 역할

확

- 임 , 노동집약  
생산직/비정규직

-도시 심의 거주

형태

-핵가족 형태로 변화

문화와 교양으로의 여

성 잡지

여원, 주부생할, 
여성동아

- 통  여성성을 부

정하는 여성

-노동력 있는 여성

1970 -여성문맹률 17.6%

-제조업, 서비스업종

사

-70년  후반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20  혼인 감소

-30  이상 혼인 증가

여성 앙, 여성세계

TV 심의 매체 등장

-강요되는 모양처

의 여성상

-가치 의 혼란기

1980
-페미니즘의 두

-여성학 교육 시작

도소매, 음식, 숙박,
융업 련 종사

페미니즘 향에 따

른 성문화의 표면화

우먼센스, 이디경향,
행복이가득한집

-남성성을 가진 양

성  여성상

1990
-여성의 학 진학

률 증

교육, 사회복지, 공공

해정, 서비스업 종사

-여성 이혼  재혼

률 증가

시사, 교양지, 다양한

연령별 세분화, 해외

라이센스 잡지

보그코리아, 엘르,
하퍼스바자, 세씨,
에꼴 등

-미씨족

-여성성에 한 자

신감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

2000
보건, 공공행정, 가

사서비스업 종사

-여성 가구주의 증가

-혼인률 감소

세분화, 문화된 정

보지

까사리빙, 코스모폴

리탄, 베이비앤맘, 
인스타일코리아 

-여성 성역할의 다양

화, 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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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옥표, op. cit., p. 47.
18) 기숙, 김민자, 김 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 , 최해주, op. cit., p. 129.
19) 기숙, 김민자, 김 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 , 최해주, op. cit., p. 126.
20) 유수경, 한국 여성양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1990), p. 274.

하여 시간은 1900년부터 10년 단 로 나 어 통시

으로 비교 분석하 다.

1. 근대 여성복 스타일 분석
근  여성복은 1950년 까지 양장과 한복이 모두 

나타나는 상을 보 다. 양복은 주로 여학생의 교

복, 외국 문물을 한 신여성들에게 입 졌고, 서구 

복식이 여과 없이 들어온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한
복의 경우 형태와 소재 면에서 기능 인 양장의 형태

를 따라 가는 특성을 보여 고리가 길어지고 치마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 다. 1910년 에 나타난 양복의 

경우, 소매가 과장된 지고트 슬리  원피스, 근 화 

기 서양복식에 나타난 깁슨걸 스타일 등이었다. 이 

당시 서양복식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형태라

기보다는 장식  특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것으로 과

장된 소매와 졸라맨 허리 등이 특징 이었다. 양복은 

복식으로서의 기능성과 활동성에 의해 수용되기 보

다는 과시 인 경향과 일부 계층에서 제한 으로 가

능했던 외국문화의 수용에 한 상징 인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 다. 1920년 의 양복은 망토 

코트, 흰 원피스, 재킷, 투피스 , 주름 스커트, 스카  

등을 착용했으며, 치마길이도 무릎 까지 올라갔으

며, 소매는 어깨선에 가까워질 정도로 노출이 늘어나

고 있었다. 서양복식문화의 향으로 한복 치마는 

차 짧아졌으며, 고리도 소매통을 넓게 하고 옷고름

도 넓고 길게,  고리도 길게 하 으며, 여기에 구

두를 신고 다녔다. 일반 으로 보면 의복이 기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 어 고리나 치마가 활동하

기 편하게 변했다. 한, 옷의 색도 의 획일 인 

것에서 여러 가지 색을 입힌 옷으로 다양해졌다17). 
한복이나 양복차림에도 헤어스타일은 서양식으로 하

고, , 양산, 구두 등 서양식 장신구를 혼용하 고 

한복 에도 두루마기 신 코트를 입었다. 
1930년  한복 고리의 길이가 13～14cm로 길

어졌고, 진동, 배래, 수구 폭이 해지면서 배래선

은 뚜렷한 곡선을 보 으며, 상 으로 치마길이는 

약간 짧아졌다. 특히, 치마와 고리를 동색으로 만

든 개량한복이 양복의 수트를 연상시키면서 인기를 

끌었다
18). 양복은 기에는 보이시 스타일이 유행하

으나, 반기 이후부터 여성 인 부드러운 스타일

이 나타났다. 이 시 의 여성복에는 어 스커트, 
세퍼 이트 수트, 스포티한 코트, 테일러드 재킷, 볼

로 재킷 등이 있었고, 여우 털목도리의 유행으로 

코트 칼라에 풍성한 모피를 부착한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블라우스는, 기에는 길고 직선 인 튜닉 

블라우스가 착용되었는데, 반기 이후부터는 벨트

를 사용하거나 언더 블라우스로 입었다. 블라우스의 

칼라는 기에는 랫 칼라처럼 단순한 형태가 많이 

보인 반면, 1937년 이후에는 이스나 보 타이 등으

로 여성다움이 강조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스커트

는 퍼 스커트, 세미 타이트 스커트, 리츠 스커트, 
어 스커트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착용되었다19). 

1930년 에는 많은 여성이 한복을 착용했으나 블라

우스, 스웨터, 스커트 등은 일반 여성들에게도 많이 

보 되었고, 1937년 경 부터는 핀-컬과 퍼머 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40년 는 복식문화의 암흑기 다. 1939년 발발

한 세계 2차 으로 방공활동에 합하다는 시

복이 강요되었고, 여성들에게는 간단복(簡單服)이나 

몸뻬를 착용하도록 하 다. 일반 여성들에게 보 된 

옷은 포켓이 달렸고 스포츠 칼라나 쇼울 칼라가 달

린, 허리에 굵은 벨트를 매는 스타일의 상의 다. 
해방 직후 수와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했던 의

생활은 1950년 한국 쟁이후 조 씩 변화를 보 다. 
1951년에는 퍼  소매와 블라우스, 뉴룩의 향을 받

은 어 스커트가 등장하 다. 코트는 테일러드 칼

라의 풍성한 오버 코트 으며, 당시에는 패드가 들어

가 어깨선이 일직선이고 허리선이 없이 어가 많

이 있는 오버코트나 소매통이 넓은 토퍼(topper)가 유

행이었다20). 차이니스 드 스와 얇은 미군용 모기장

으로 만든 시스루(see-through look) 블라우스가 유행

하 다. 1955년 나일론과 합성 섬유가 등장하여 낙하

산 원단으로 만든 블라우스에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핸드백과 라솔을 들고, 구두는 단화와 콤비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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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  한국 여성복 표  스타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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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bid., p. 296.
22) 경옥, 김은정, 조윤아, 이명실, 한국여성문화사3, (서울: 숙명여자 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p. 226.
23) Ibid., p. 234.

(combination sandal)이 유행하 다. 1950년 반까지 

투피스 차림이 우세하 다. 딱딱한 분 기의 리터

리 스타일 수트와 스커트 길이는 긴 편이었다. 수트

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으나 부분 H라인의 타이

트한 실루엣이 보 다. 그러나 차 어깨에 패드를 

넣지 않는 치 슬리  스타일이 유행하 다21). 개
화기 이후 1950년까지를 10년 단 로 나 어 가장 특

징 인 스타일을 살펴보면〈그림 1〉과 같다.

2. 현대 여성복 스타일 분석
1960년  양장은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

다. 반까지 색 드 스가 유행하다가, 반 이후에

는 상의는 몸에 맞는 스타일로 변하 고, 스커트는 A
라인의 형태로 바 었다. 소매도 좁고 길어졌으며 허

리선에서 약간 높아진 하이웨이스트 라인이 유행하

기도 하 다. 소매는 7～8부 정도의 길이가 주를 이

루었으며, 소매가 약간 올라감에 따라 팔 나 시계 

등의 액세서리 착용 한 늘어났다. 1967년에는 민소

매 드 스, 핫팬츠,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일으켰다. 
미니스커트는 옷감도 게 드는 경제성은 있으나 노

출이 무 심하여 단속 상이 되기도 하 다. 1968
년에는 마이크로(micro)라는 이름의 아주 짧은 미니

스커트가 등장하 고, 스커트 신 짧은 치마바지가 

권장되기도 하 다. 1960년  후반에는 세계 인 흐

름인 유니섹스 의상이 유행하면서 스커트와 함께 통

이 넓은 탈롱이 유행하기 시작하 다. 반에는 튜

블러형의 오버 코트나 색(sack dress) 드 스 등 박스 

스타일이 유행하 고, 통이 좁고 몸에 맞는 맘보바지 

형태의 슬랙스도 등장하 다. 
1970년 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 기능

이며 활동 인 의복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이어

드 룩과 니트웨어 등이 등장했다. 1972년에는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로 여러 개의 의복을 겹쳐 입는 이어

드 룩이 등장하 고, 1970년  반기에는 캐주얼웨

어, 유니섹스 룩과 함께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복고풍

과 동양 인 오리엔탈 룩이 유행하 다. 재킷은 A라

인 실루엣과 허리선에 가까운 길이가, 코트는 벨트로 

허리선을 강조한 미디 길이가 부분이었고, 스커트

는 샤넬 라인과 미디, 맥시가 인기를 끌었다. 1970년
 후반에는 테일러드 룩과 빅 룩이 유행하 다. 풍

성한 복고풍의 H라인과 박스형의 튜 라인이 인기

를 끌었고 X라인도 등장하 다. 
1980년 는 인체의 굴곡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했

다. 반에는 어깨를 강조하는 빅룩, 후반에는 바디

컨셔스 스타일이 나타났다. 보이 조지 등 팝 가수의 

향으로 세계 으로 유행하던 앤드로지 스 룩이 

유행하 는데, 어깨를 강조한 패드를 넣은 여성복 상

의는 남성의 힘 있는 외모를 모방하고 싶어 함을 나

타낸 것이었으며, 남성 아이템 차용이 요해졌다22). 
80년 는 다양한 아이템과 실루엣이 등장하기 시작

했으며, 착용자의 개성을 표 하기 해 자신에게 맞

는 것을 골라 입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을 80년  후반, 획일화된 유행보다는 독특한 개

성을 찾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맵시보

다는 활동 이면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찾는 상을 

보 다. 1990년 는 환경문제 두와 함께 등장한 에

콜로지 테마로 자연의 색상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등장하 고 그런지 룩(grunge look)도 등장하 다. 
1995년 ․여름 속옷 같은 슬립드 스, 코르셋을 연

상시키는 핫팬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짧은 미니, 
배꼽이 노출되는 짧은 상의 등 ‘ 래머 룩’이라는 과

감한 노출과 몸매를 강조한 패션이 소개되었다23). 
1996년 여름에는 홀터(Halter) 네크라인의 옷도 유행

하 으며, 래머 룩과 섹시 룩을 잘 표 해 주어 더 

인기가 많았다. 청바지가 유행하여 일부러 찢거나 구

멍을 내어 속살이 보이도록 했다. 바지의 형태는 해

마다 변하여 기에는 배꼽티, 골반바지, 미니 핫

팬츠, 반에는 스포츠 룩, 후반에는 비 칭형 클래

식 스타일, 골반에 걸쳐 입는 힙합 바지에 굽이 높은 

통 구두가 등장하 다. 바지는 개 길고 통이 넓었

고 높은 통굽의 검정 신발을 갖추어 신었으며, 신발

의 굽을 가리는 길이로 다리가 길어 보여 선호하

다. 1990년  말 젠 스타일(zen style)이라는 동양풍의 

제된 스타일이 의식주 반에 향을 주면서 의복

에서도 단순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인기를 얻었다. 
2000년  들어와 여성성을 강조한 패션은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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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성 복식의 표  스타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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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다. 패션 트 드는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는 것

이 요했고 화려한 색깔과 꽃무늬, 반짝이는 소재들

은 아름다운 여성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 다. 2001년
도에는 여성스럽고 능 으로 청바지를 변신하여 

허리선이 골반에 걸쳐지며  길이가 짧아진 ‘sexy 
jeans’이 유행하 고, 2002년에는 어깨를 드러낸 오  

더 블라우스나 슬립형 원피스, 핫팬츠 등이 유행하

다( 경옥 외, 2006). 2005년 ‘란제리 룩’ 이후 여성

의 노출은 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의 변

화는 아름다운 몸 가꾸기를 통한 아름다움의 과시라

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여성복의 표  스타일을 정리하면〈그

림 2〉와 같다. 

Ⅴ. 근․현대 여성복 디자인과 성역할 
변화와의 관계성 분석

근․  한국의 사회․문화  향에 따른 한국 

여성의 성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특징 인 복식의 변

화와의 계성을 통시 으로 살펴보면〈그림 3〉과 

같다. 
1900～1910년은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남성 

심 가족제에서 차별  교육과 제한  사회활동을 

했던 통 이며 수동 인 모양처의 역할이 요구

되었으며, 사회 , 경제  역할에서 소외되었다. 복

식문화는 통 한복이 주를 이루었으나 상류층의 일

부 여성들이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시

 남성들이 정치  목 과 타의에 의해 서구 복식문

화를 받아들 던 것과 달리 상류층의 일부 여성들은 

자발 으로 서구문화를 수용했다. 당시 서양의 여성 

복식은 허리를 졸라매고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한 S
실루엣으로 여성의 성 인 특성을 강조한 형태 으

며 활동성이 낮고 장식성이 강조된 것이었다. 이들의 

서양복식의 착용은 통  여성 성역할에 한 근원

, 념  변화가 아닌 서양복식의 수용을 통한 과

시 , 상징  이미지서의 역할이 강조된 측면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교육기 의 증가와 여성 계몽운동의 개로 

1920년 는 여성근 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자의식에 기 한 비 과 자성, 신교육의 확 로 ‘신
여성’이 등장하 으며, 이들은 사회의 변화에 직간

 향을 미쳤다. 복식문화에도 ‘신여성’의 향력

이 컸다. 이들이 착용한 허리선이 강조되지 않은 H실

루엣,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가된 짧아진 옷차림은 양

장뿐 아니라 통 한복의 형태 변화에도 향을 주어 

어깨끈의 등장, 장옷의 폐기, 치마길이의 축소 등 기

능성을 추구하는데 향을 미쳤다. 
‘신여성’으로 변되는 극 , 근 화된 여성성

은 1930년 에도 추구되었으며, 보다 능동 인 여성

성이 가미되었다. 직업여성이 증가하고, 신문  잡

지 등에서는 가족제에 한 공공연한 비 의 이 

실렸으며 평등한 부부 계, 부부 심의 핵가족 형

태가 논의되었다. 여성 계몽의 내용도 여성 자체의 

역할과 변화 뿐 아니라 가족, 사회의 변화에 한 것

으로 폭을 넓혔으며 사회에 한 심과 역할 확 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서구문화, 근 화 수용의 정  

이미지는 양장의 확 로 이어져 쟈켓, 코트, 원피스 

등 다양한 양장이 수용되었고, 한복도 하이힐, 코트, 
머 러와 혼용되는 형태를 보이며, 상하동색의 한복

이 등장해 통  착장의 방식을 깨고, 수트의 느낌

을 내는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1940～50년 는 2차 의 발발로 여성의 사회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후 가족의 생계를 해 

많은 여성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뛰어들었고 억척스

럽고, 강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 여성

에게는 모양처의 통  역할뿐 아니라 남성을 

신하는 부양자와 투사로서의 성역할이 이 으로 

부가되는 특성을 보 다. 시 체제에 따라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해 간단복이나 몸뻬를 입도록 강요

당했다. 몸뻬는 활동성을 우선시하는 복식으로 이것

의 확 는 이 당시 여성에게 활동성과 경제성이 여성

성, 통성 보다 우선시 되었던 사회  배경과 계

있을 것이다. 한, 후 지속된 복식문화에서는 경

제성, 기능성, 리의 편의성이 추구되었고 나일론 

한복을 등장시켰다. 한국 쟁 이후 미국 문화와 수

품을 통해 서구문화의 복식이 향을 미쳤고, 매

체와 신문, 잡지는 양장의 착용방법과 유행소식을 

하 다. 한복은 차 장년층의 일상복이나 제례복

으로 축소되었고, 양장이 실질 인 일상복으로 확

되는 상을 보 다. 
1960년 는 등교육의 의무화로 여성 교육이 확

되었으며,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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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  사회․문화  배경에 따른 한국 여성의 성역할과 상징  복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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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들을 도시로, 공장으로 나가도록 했다. 통

 가부장제 가치에 따라 오빠와 동생을 해 상경하

고, 노동했던 여성들은 임 , 노동집약  생산직에 

머물 지만 이미 사회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근본 으로 내재된 남녀 차별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지만, 통 , 수동  여

성성을 부정하고 이에서 벗어나기 해 극 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은이를 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는 복식의 수용에 있어서도 향을 미

쳐, 기존의 사회  념과 치되는 미니를 수용하는 

상을 보 다. 통 사회의 복식규제에 반발하며 

통  여성성에 도 하는 미니는 이 시기 여성성을 상

징하는 부분이 있다. 
1970년  역시 은 여성 노동은 사회에서 요한 

부분이었고 20  혼인이 감소하 으며, 서비스업이

라는 직종이 확 되기 시작했다. 경제 발 의 가속화

로 산층이 생겨났다. 산층의 확 는 산층 업

주부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다. 70년  군사문

화를 바탕으로 한 남성  경제구조 속에서 산층 

업주부에게는 통  모양처의 역할이 요구되었

다. 우량아선발 회, 알뜰주부 회 등 잡지, 매

체 등을 통해 통  성역할이 강요되었다.
매체를 통해 사회에서 강요되는 모양처 여

성상과 달리 은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남성과 동등한 성역할에 한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고 있었다. 이  성역할의 요

구에 따른 혼란의 시기 다. 70년  복식은 청바지, 
유니섹스 의상의 등장과 확 를 통해 여성 성역할 변

화를 상징 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니섹스 의상

은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무성(無性)의 복식을 통

<그림 4> 근․  한국 여성 성역할 특성에 따른 패션의 변화.

해 여성 성역할에 한 부정과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

는 소극  방법이었다.
1980년 는 페미니즘의 공론화, 학의 여성학 신

설과 활성화 등 여성성에 한 논의가 사회 으로 활

발해졌다. 이러한 여성성의 공론화는 여성성의 부정

에서 출발하 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성에 한 자신

감으로 이어졌다. 80년  사회문화 으로 향을 미

친 포스트모던  사고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별성

의 인식, 공존, 양면  가치의 인정이라는 측면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드러

내는 앤드로지 스 룩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하고 드러내는 자신감에서부터 출발한 바디컨셔스 

룩은 여성성을 부정했던 1970년 의 유니섹스, 여성

을 수동  성  상으로 드러냈던 1910년  깁슨걸 

스타일과는 다른 것이었다.     
1990년 와 2000년  여성은 학진학률 증과 

함께 고학력 여성 노동력이 증가하고, 보다 문화, 
세분화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여성 가구주가 증가

하여 경제와 가족구조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게 

된다. 90년  이후 시작된 세계화, 정보화는 여성의 

사회  역할을 확 시켰으며, IMF와 같은 경제  

기는 부양자로서의 남성 성역할에 한 축  변화

를 가져오게 했다. 다원화라는 사회의 특성은 개

인화와 다양성의 인정을 추구하게 했다. 이러한 성향

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  특질보다는 개인  특

성이 성  특질을 우선하는 상과 계가 있다. 복
식에서는 다양한 실루엣, 아이템의 혼용, 속옷의 겉

옷화, 비치기, 드러내기 등 복식의 형태나 착장 방법

만으로 성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는  복식이 사회  역할에 한 상징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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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것보다 개인 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복

식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의 변화와 연계된 것으로, 
보다 복잡한 계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에 기인한 여성

의 성역할 변화와 복식의 계성에 한 내용을 정리

하면〈그림 4〉와 같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근․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를 

통하여 그 시 에 요구되었던 미 가치와 그에 따른 

여성상을 알아보고 복식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 여

성의 성역할 상징성에 하여 고찰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1900～1910년 는 통 이며 수동 인 모

양처의 역할이 요구되었고,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근

 서구문화의 자발  수용을 통한 통  여성성역

할에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 당시 

수용된 근  서양복식은 수동  성  상으로의 여

성미를 드러낸 서양복식으로 여성의 통  성역할 

변화를 가시화 하기 보다 서구문화 수용의 과시 , 
엘리트주의의 상징  이미지로 사용된 측면이 강하

다. 
2) 1920～30년 는 자의식에 기 한 비 과 자성, 

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 다. 여성 성

역할의 새로운 모델이었던 ‘신여성’의 등장은 서구 

근 화를 기반으로 한 활동 , 능동 인 문화수용자

다. 이들은 20년  여성 교육 증가, 30년  직업여

성의 증가에 향을 미쳤다. 자의식에 기 한 여성 

스스로의 계몽활동으로 가정뿐 아니라 사회의 능동

 주체로서 역할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

다. ‘신여성’과 서구식 교육기 의 확 는 양장의 착

용  한복과 양장의 혼용이라는 복식문화에도 향

을 미쳤다. 20년 에는 ‘신여성’을 심으로 여성  

특질이 약화된 래퍼 룩이 수용되었고 이들의 옷차

림은 통치마, 어깨걸이 등 한복에 기능성과 활동성을 

부가하는데 향을 미쳤다.
3) 1940년  세계 2차 , 1950년  한국 쟁은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억척스럽고, 강한 여성

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들은 통 으로 남성이 

신하 던 부양자, 투사로서의 역할과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다. 이를 해 

여성들은 여성성, 통성을 포기하고 경제성, 활동성

으로 변되는 몸뻬를 착용하 다. 양장의 착용은 블

라우스, 스커트, 코트 등 단품 심 아이템이 증가하

으며, 실용성과 경제성의 욕구로 의복은 장식이 억

제되고 단순화되었다. 후의 서구문화의 유입과 

수품의 소비는 서구복식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

게 했고, 기능성, 활동성을 심으로 한 양장이 일상

복화 되었다. 
4) 1960년 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변화

를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력과 노동력의 비 이 커지

고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확 되는 등 여성 성역할 

변화가 시작되었다. 은 여성들은 통 , 수동  

여성성의 사회  요구라는 이  성역할  사회 규

제에 반발하고 통  여성성에 도 하는 환의 시

기 다. 이 당시 등장한 미니는 통  규범에 한 

가시  반발과 도 이라는 이 시기 여성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5) 1970년 는 경제 발 의 가속화로 경제력을 가

진 산층 가정이 확 되었다. 경제 주체로서 역할 

하는 은 여성과 달리 산층 업주부들은 우량아 

키우기, 근검 약의 알뜰한 살림살이 등 모양처의 

통  성역할을 수용하 으며, 여성 잡지와 매

체는 이를 강화하는데 일조하 다. 70년 는 경제  

지 에 따른 양면  여성성이 공존한 시기로, 성역할

에 한 가치 의 혼란기 다. 이 당시 청바지, 유니

섹스 의상의 등장과 확 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 성역

할 변화의 상징으로 출발하 으나, 여성성을 드러내

지 않는 무성(無性)의 복식이라는 소극  방법을 취

하 으며, 미니, 미디, 맥시 등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

에 혼재했던 시기 다. 
6) 1980년 는 여성성의 공론화, 여성성에 한 자

신감으로 변화되었다. 여성학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여

성 화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여성 성역할의 변화, 포
스트모더니즘  사고의 향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 , 양면  가치에 한 인정은 이 시기 패션에

서 나타난 앤드로지 스 룩과 계가 있다. 한, 여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하고 드러내는 자신감에

서부터 출발한 바디컨셔스 룩도 등장하 다. 
7) 1990년 와 2000년 는 고학력, 문화,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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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성 노동이 증가하고 이혼률, 여성 가구주가 증

가하는 등 여성은 사회 , 경제  주체로서 역을 

확장하 다. 한, 세계화, 정보화, IMF와 같은 경제

 기는 여성과 남성의 통  성역할의 변화를 

진시켰다. 사회  성역할에 있어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  특질보다는 개인  특성이 성  특질을 우선

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식에도 향을 미

쳐 복식의 형태나 착장 방법만으로 성  구분을 하는 

것이 모호해졌다. 여성은 남성  스타일을, 남성은 

여성  스타일을 추구하는 상이 나타났으며, 성과 

연령의 벽을 뛰어넘는 아이템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의 가치 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디자인의 확 와 

수용은 복식의 이분 인 성역할 상징성보다는 특정

한 생활양식의 반 과 인간미의 개성의 추구가 요

한 것을 의미한다. 
지 까지 근․  한국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통시 으로 살펴본 결과, 근․  한국 여성의 성역

할은 통  성역할에서부터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 

변화, 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서의 역할 확 , 핵가

족화에 따른 가구주로의 역할, 사회  지  향상에 

따른 역할, 남성의 성역할 역으로의 확  등과 같

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복식도 상

징  역할을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2000년 이

후 앞으로의 여성 성역할  복식의 계성에 한 

지속  이해와 연구를 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문화  배경 외에 개인, 상황, 생활양식 등 보

다 다층 이고 복합 인 가치에 한 반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근․  사회․문

화와 여성 복식문화에 나타난 성역할 변화를 통시

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여성 성역할 흐름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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