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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omen’s magazines and women’s food consumption stories of the 1950’s. That is, it attempted

to comprehe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spects of food consumption as discussed in the 1950’s. The

public aspect of culture was investigated using the women’s magazine “Yeo-won” which reflected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egemony of the time. The private aspects of culture were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daily life of women though in-depth

interviews. Mass media reflected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egemony and indicated that a cultivated woman who supported

western food was a wise mother and a good wife, and that a woman who consumed flour-based food was a reasonable and

modern consumer, ahead of her time The admiration for the U.S. and its advanced civilization through free handouts of

flour and powdered milk accelerated the consumption of industrialized flour-based foods such as noodles, hardtack, and

steamed bread. This lead to the rigid traditional food-eating habits of boiled rice, and side dishes changed to flour-based and

processed foods. That is, food represented a 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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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1950년대를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매트릭스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1950년대를 한국사회 근대화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일

차적인 맥락이라고 파악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이 한국

현대사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이야기한다. 특

히, 1950년대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난(國難)을

극복하는 가운데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급작

스런 서구적 제도와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낳

게 되었다(Heo 2008). 휴전 후 전쟁복구와 경제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

는데, 그 중 미공법 480호(Public Law No. 480)와 같은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는 다른 원조와는 달리 원조물자가 농

산물에 국한된다는 점 등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PL480호의 제정 목적 자체가 우방과의 농산물 교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한편 그

를 통하여 미국의 무기류 등 전략물자를 판매할 뿐만 아니

라 그 판매대전으로 해외 주둔 미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현

지통화베이스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

리고자 하는데 있어,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앞세운,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국제농산물 교역과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

었다(Lee 2002). 따라서 이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곡가 폭등과 같은 국내적 조건과 미국농업의 과잉생산체제

로 인한 대외적 처리 강화 등의 외적 이유로 막대한 양의 미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재화의 가공

생산, 유통, 분배과정을 거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Lee 2002).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물

질의 풍부함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변화들은 보수적인 영

역에 속하는 음식의 소비패턴까지도 현저히 변화시키게 되

었다. 해방이후 도입된 미국의 대규모 식량원조에 따른 혼·

분식 장려운동과 밀가루 음식을 주식화하고자 한 정부 장려

운동에 힘입은 라면산업, 제빵산업, 국수산업 등 식품가공

산업의 급성장, 전시인플레이션과 전쟁특수를 틈탄 식품의

중간유통 및 서비스업의 비정상적 발달 등이 그것이다(Kim

& Chung 2009).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한 피난민의 이동

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0년대 한국전쟁은 음식 생산과 소비의 주요 주체인 여

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음식생활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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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여성적 성역할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며 가사노동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

일수록 여성과 음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음식은 여성

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음식과 식생활은 기

능적 차원 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정체 형성과 유지, 수정 등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Lee 1992). 1950

년대는 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교육의 확대 등에 의해 남녀

평등에 관한 여성의 의식이 점점 깨이면서 스스로 권리를 찾

고자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은 여성에게

모성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전쟁은 수많은 전쟁미망인과

가족이 붕괴될 정도의 가난을 남겼으며, 여성이 일하지 않으

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절

실히 요구하였다. 경제활동의 목적이 바로 가정을 유지하고

완벽한 모성을 실천하는데 두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현모양

처에 충실하기 위한 종속적 형태로서의 생계 유지형 노동에

종사할 뿐이었다. 결국 1950년대 여성들은 정치·경제·사

회적 법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봉건적 질서가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가족 내에서의 현모양

처 역할과 사회적 노동을 동시에 요구 받으면서 새로운 현모

양처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Kim 2000). 즉, 1950년대는 산

업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 시기로서 이후 여성이 음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점차

소비문화 속에 포함되어 이끌어 가게 되는 시발점이다.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영역에 대

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고급예술이나 대중예술

등의 미학적 표현양식을 통하여 표출되는 연구이며, 또 하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문화

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은 끊

임없이 반복되는 회로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

적 정체성를 형성한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양식을 통해 나

타나는 ‘공적 문화(Public Versions)’와 개인적 삶의 방식

으로 대변되는 ‘사적 문화(Private Versions)’는 정체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통하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즉,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는 공적 형태로 나타나는 담론

(Discourse)과 체험적 삶으로 존재하는 생활양식(Ways of

Life)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체회로(Identity Circuit)’

의 두 접합점을 이루는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간

다는 것이다(Johnson 1994). 그러므로 문화적 정체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공적 담론과 사적 생활양식을 동시에 연구

하여 두 접합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음식소비 문화가 형성,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

는 거기에 관여되는 요소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각 인

자들의 상호작용 역시 매우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음식문화는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살아 움직이

게 된다.

특히, 1950년대는 현대 음식소비의 시장논리와 상업주의

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며 영향력 있는 시기이기 때문

에 선행연구에서 1950년대 국가정책이 음식소비문화에 미

친 영향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Kim & Chung

2009).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여성

문화장(場)을 통한 한국음식 소비의 정체성을 공적영역과 사

적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1950년대 대중매체에 표상된 여성에 관한 연구

(Kang 2006; Choi 2007; Kim 2007)와 음식문화를 통해

본 여성의 정체(Yoo 1998)에 관한 연구 등 여성담론에 관

한 연구는 선행되었으나, 1950년대 음식문화 특성과 정체성

등 음식문화 담론을 논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음식문화의 정체성을

1950년대 ‘여성잡지’와 ‘여성의 일상생활 이야기’라는 두 가

지 영역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즉, 문화의 공적영역은 당

시 사회적 지적 헤게모니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여성잡지

『여원』을 통하여 살펴보고(Kang 2006), 문화의 사적 영

역은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들의 삶 속 일상생활을 검토함

으로써 두 접합점인 1950년대의 음식문화 정체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대중매체를 통한 분석

『여원』은 1955년 10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총 175호로

발간되었으며 창간 초기에는 학원사에서 간행 되었다.『여

원』은 여대생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당시 지성 여성

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창간 3년만에 4만부라는 경이로운 발

생부수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 대

중과 소통이 활발했던 잡지였다(Kim 1999). 또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여원』은 주로 새로운 여

성상과 새로운 현모양처 등을 기사화하였으며 이들 기사들

은 광범위한 독자 대중과 소통하면서 여성성을 재규정하고

재생산하였다(Kim 2007). 대중매체는 한시대의 정서를 표

상하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그 사

회의 문화적 틀을 읽어낼 수 있다. 독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반복적인 출판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담

론화 과정을 숙지하고 필수 교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55년에서 1959년 사이의『여원』을 대

상으로 여성과 음식에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하여 당시대의

음식소비 담론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

문화의 사적영역은 개인이 체험적 삶으로 존재하는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1950년대에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전통

세대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삶을 통해 살아 있는 이야기

를 채록하였다. 아동·청소년기는 입맛의 결정과 식습관 형

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0명의 면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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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중 5명은 1940년대에 출생하여 1950년대에 청소년기

를 보낸 전전(戰前)세대이며 5명은 전쟁 중에 태어나 전후

(戰後)에 아동·청소년기를 거친 세대들이다.

면접은 면접자가 던지는 최소한의 질문을 피면접자가 응

답하면서 자유로이 화제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질적(質的,

qualitative)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기법을 사용하였다(Lee & Yun 2003). 심층면접은 참여자

의 입장이나 경험을 이해하며 그 경험의 의미에 관심을 두

는 방법이므로 개개인의 삶을 통한 일상적 실천으로써의 ‘살

아 있고 개별적인’ 일상생활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현

상의 기술(description), 기술내용의 분류(classification),

개념 간 상호 연관성에 따른 재구성(reoragnization), 결과

의 해석(interpretation)에 이르는 4단계로 구성된다(Choi

201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전전후세

대들의 1950년대 전쟁과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

고, 분류한 후, 재구성하여, 결과의 해석을 도출하였다.

면접기간은 2010년 02월 20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

지 진행되었다. 각 대상자들의 심층면접 시간은 3~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접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피면접자는 진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

술하였다. 피면접자는 ‘개인 생애사(Life history) 속 음식

이야기’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즐겨 먹었던 음식, 가장 의

미 있게 기억되는 음식과 사연, 어린 시절 체험한 한국전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피면접자들이

면접 진행을 주도 하였고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음식이야기

라는 큰 주제를 벗어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만 간단한 질문으로 개입하면서 면접을 완성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구술에 참여한 피면접

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여원』을 통하여 본 1950년대 음식문화 담론

1) 현모양처와 음식 담론

1950년대 전쟁과 그 복구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은 전적으

로 여성에게 떠넘겨 졌다.『여원』에서는 어지러운 사회에

서 유일한 안식처는 가정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

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현모양처야말로 여성의

천분이라고 역설하였다(Koh 1956). 이와 같이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식 낳고 살림 잘하는 존재에 불

과 하였다. 특히,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중 최우선

시 되는 것이 바로 음식 생산자로서의 여성이었다. 음식 생

산·제공자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모성을 구체화하며 여자

다움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음식을 이해하는 태도는 1950

년대 음식이 모성의 상징이자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가

정의 행복에 기초를 놓는 매개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현모(賢母)와 영양 간식

『여원』은 여러 특집란(1958년 3월호~1959년 12월호)과

어머니 회상 코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찬미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모성의 역할로 자

녀 교육뿐만 아니라 영양과 건강 관리사 등 전인교육 담당

자로 규정하고 모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어린이의 영양식(1957년 10월호 274쪽)>이라는 코너에

서는 젖먹이 유아의 식이요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설

사의 경우 절식요법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때 탈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사카린을 가미한 엽차물 줄 것을 권하고 있다. 또

한, 치료식 전분으로 쌀, 밀, 오트밀이 적당하다’고 권한다.

최근 사카린은 발암성 유해 논란(Kim & Chang 1987)이

있어 식품에 사용을 제한하는 합성감미료이다. 또한, 밀과

오트밀의 글루텐(gluten)은 유아에게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지만 당시에는 미국식 유아보충식이 그

대로 도입되어 설명되었다.

‘간식과자’<밀가루 요리 만드는 법:애기들 간식용(1958년

9월호 256쪽, 李順愛)>에서는 ‘탈지분유와 밀가루, 설탕을

잘 섞어서 반죽하여 기름에 부쳐서 주기도 하고, 이것에다

야채를 채쳐서 부쳐 주면 이것이 영양식’이라고 하였다. <영

양 쥬-스(1958년 5월호 227쪽, 韓玉鉉)>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쥬우스는 우리의 몸에 부족 되어서는 안 될 비타민

류, 칼슘, 철분 등 영양소의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o Name Born Birthplace Occupation

戰前

1 Kim SJ 1943.02.13 Poosan city Business
2 Kim GH 1941.02.17 Seoul Mapogu Employee
3 Kim YB 1943.05.10 Seoul Mapogu Employee
4 Kim YJ 1944.09.29 Chungcheongbuk-do Phoeun Agriculture
5 Lim SJ 1941.11.23 Chungcheongnam-do Seosan Agriculture

戰後

6 Lee YH 1950.01.10 Chungcheongnam-do Seosan Restaurant
7 Kang SY 1950.11.02 Chungcheongnam-do Taian Agriculture
8 Yoo YE 1950.11.29 Chungcheongnam-do Cheonan Agriculture
9 Lee OK 1952.06.28 Chungcheongnam-do Asan Agriculture
10 Kim JJ 1950.01.20 Jeollanam-do Haenam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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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나 병인에게는 대단히 좋은 음료이다’라고 소개한다.

<간식과자(1958년 5월호 229쪽, 朴恩慶)>에서는 ‘구랏쁘,

샌드윗치, 불란서식 찐과자 등 불란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

겨먹는 간식’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과자를 소개하고 있

다. 또한 <어린이의 간식(1958년 2월호 237-238쪽, 李善

惠)>, <과자 만들기(1957년 10월호 264쪽)> 등과 같은 여

러 코너에서 자녀들의 간식으로 과자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여원』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

양소를 내세워 밀가루로 만든 간식이 영양식임을 알리고, 현

명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밀가루 음식

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모=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어머니, 영양 간식=밀가루로

만든 과자’

따라서, ‘현명한 어머니는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제공하는

어머니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2) 양처(良妻)와 음식솜씨

『여원』에서는 양처의 기능 역시 모성만큼 비중 있게 다

루고 있다. 1956년 10월호에 개설된 고정 코너인「레이디

스 스퀘어」를 보면 양처의 역할을 편지, 위생, 영화, 음악,

미술, 취미, 유행, 화장, 요리, 가사, 양재 등으로 항목화 하

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957년 3월 특집인 ‘새로운 주

부수첩’ 역시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처의 역할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음식솜씨이다.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여자가 인생도 멋있게 요리한다

(1957년 1월 226쪽, 崔貞熙)>의 제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음식솜씨가 좋은 여자가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음식솜씨와 여성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하는 것이다.

<우리집 음식자랑(1958년 3월호 217쪽-219쪽, 朴龍珠)>

의 내용 중 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가정부

인으로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요리를 잘 만드는 분이

라고 생각해요. 바느질 잘하는 것도 특색이고 사교 잘하는

것도 그 가정에 행복이겠지마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것

은 그 가정주부의 따뜻하고 정성 있는 요리를 잡수시며 환

담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가 합니다. 전 경기교장으로 계

시던 김원규 선생님이 제 여학교시대의 영어선생님이었는데

시간에 들어오시면 항상 말씀이 여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

가 되면 요리만 잘하면 다른 것은 다소 부족하여도 어느 정

도 덮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밖에 <음식 만드는 요령(1957년 11월호 264쪽-265

쪽)>, <손님대접(1957년 11월호 283쪽)>, <주부의 솜씨로

한몫 보는 음식(1958년 2월호 254-258쪽, 나절로(동아일

보편집국장)>, <酒客의 接待(1958년 3월호 207쪽, 韓素

眞)>, <하숙생이 본 서울 주부의 음식솜씨(1958년 3월호

224쪽-227쪽, 朴用淳)>등의 제목에서도 음식솜씨가 여성에

게 중요한 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솜씨가 빼어난 여성은 양처(良妻) 뿐만 아니라 양부

(良婦)로서 집안의 인정을 받는다. 그 인정은 특별히 집안의

행사시 진가를 발휘한다. 당시 관혼상제의 대부분을 집안에

서 음식을 장만하여 치렀으므로 손님 초대 시 음식솜씨가 있

는 여성은 특별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여원』은 <혼

인날의 음식작만(1956년 11월호 180쪽-184쪽, 金福泳)>,

<정월의 상차림(1958년 1월호 272쪽-276쪽, 金濟玉)> 등

과 같은 코너에서 특별한 가족 행사를 대비하여 현명한 부

인과 며느리라면 뛰어난 음식솜씨 익힐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집 음식자랑(1958년 2월호 237쪽-242쪽, 金漢福):

민어와 돼지고기 후라이(趙慶力)> ‘가정에서 매일하는 것이

음식이기는 하지만 매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

출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평범한 우리네 어느 가정에

서나 하여 잡숫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음식

은 각 사람마다의 입맛을 맞춰야 하고 또 직장에 나가 일하

는 남편과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영양을 위하여 또한 생

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일 매일 주부 일과의 하나입니다.

<Figure 1> 『여원』 1958년 5월호 <Figure 2> 『여원』 1958년 2월호 ‘우리집 음식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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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집에서 여름이면 가끔 만들어 온 식구가 즐기

는 그리고 친척이나 손님들에게도 대접하는 음식으로서 민

어와 돼지고기 후라이를 자랑까지 못되는 것이나마 다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적어 볼가 합니다’

良良위의 내용은 양처( )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인 손님접

대에 관한 사항이다. 손님접대 음식은 주로 고기요리가 우

세하다. 고기는 남성성과도 연관되어 정력과 힘에 비유될 뿐

아니라 권력이나 지배를 상징하는데, 고기요리가 남성을 위

한 식단에 필수적이거나 남성이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해야 한

다고 보는 견해도 이런 상징적 이유 때문이다. 이 상징성은

경제적 빈곤의 시대인 1950년대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게 된

다. 따라서, 주부들은 평소 남편과 아이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들고, 특별한 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

식으로는 그 집을 대표하며 상징할 수 있는 고기음식으로 솜

씨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여원』지는 손님의 접대 방식과 함께 많은 서양음

식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색 있는 여름철 佛.伊 料

理(1957년 7월호 251쪽, 張晶玉)>, <유럽식 연어튀김(1958

년 10월호 269쪽, 朴文姬)>, <우리집 음식자랑: 꽃모양 사

라다(1958년 4월 231쪽, 林啓禎)>, <티파티와 칵텔파티

(1959년 신년 증간호 224-244쪽, 徐福姬)>, <크리스마스

케잌(1958년 12월 278쪽-281쪽, 韓玉鉉)> 등의 코너에 많

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양처(良妻)=음식 솜씨 있는 여성+교양 있는 여성, 교양

있는 여성=서양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여성’

즉, ‘어진 부인과 며느리는 음식솜씨가 뛰어난 여성이며,

서양음식을 요리 할 수 있는 교양을 겸비해야 한다’는 공식

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3) 신현모양처와 장류의 산업화

『여원』은 종전의 현모양처와는 다른 새로운 신현모양처

상을 제시하고 있다(Park 1953). 1950년대 등장한 새로운

현모양처론은 가정을 원만히 꾸리는 주부로서의 직무를 충

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기반도 든든히 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했다. 종전처럼 여성의 역할이 가

정에 한정되었던 현모양처의 삶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윤택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활동까지 하는 여성이 ‘더 좋

은 어머니’이며 ‘사회가 바라는 부덕’이라고 부추겼다. 생

활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는 여성은 ‘무능한 어

머니’였다. 새로운 신현모양처론에서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이고 어머니이며, 사회에서는 완전한 일꾼으로

서 1인 3역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강한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여성의 생활력

과 행복의 장기계획(1958년 4월 62쪽, 張庚鶴)>, <출가하

면 직장도 떠나야 하는가(1959년 1월 94쪽-97쪽까지, 金熙

洙)> 등과 같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글

들이 실리게 되었다. 정충양이 쓴 <부부가 같이 벌도록 하

자(1958년 11월호 228쪽, 鄭忠良)>라는 글의 부분 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이 남편과 같이 번다는 일은 사중 오중

(五重)의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남자가

직장을 가진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지만 기

혼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경우 그 여성은 아내이며 어머니이

며 사회인이며 때로 며느리어야 하는데 그 어느일 하나가 소

홀히 되어도 주위에서 백안시(白眼視) 당할뿐더러 남편도 아

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여성이 직업을 가진다는

일을 무슨 듬같이 생각하는 잠재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안

다. 봉건의식(封建儀式)(현재는 그것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아주 철폐된 것은 아니다)을 준봉해야하고 원시적인

생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활양식과 주택 그리고 남성

의 몰이해 이런 여러가지가 엉킨 속에서 어떤 기관에 달려

서 시간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이 아직 많기에 우리는 이런

생활체제 그리고 봉건사상을 완전히 가시게하는 노력없이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일은 생활에 노예가 되는 것이지 직

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성을 가정에 안착시켜라(1957년 3월 108쪽, 金

順姙)>, <주부가 직장을 갖는 경우 가정에 미치는 영향(1956

년 9월 53쪽, 禹昇圭)>, <아내의 직장생활을 반대한다(1958

년 11월 233쪽-235, 方桂壽)> 등과 같이 주부의 사회생활

에 따른 부작용과 불편함을 여성들의 몫으로 돌리는 목소리

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도 현모

양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Kim 1956). 주부의

사회생활에 따른 가족의 불편함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남

편과 아이들의 식사 준비와 가족 행사시 음식 장만과 같은

음식 생산과 관계된 부분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하

여 남성들의 불편함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을 가정에 안착시

키라는 목소리와 함께 음식 생산의 사회화 필요성이 대두되

기도 하였다. <주부를 골탕 먹이는 醬·김장-공장에서

<Figure 3> 『여원』 1958년 11월호 ‘부부가 같이 벌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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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될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란다

(1958년 5월호 74쪽-77쪽, 張晶玉)>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으로 여성(女性)의 일은 너무나도 수(數)가 많고 과중

(過重)했으나 그들은 개량(改良)할 용기도 필요도 느끼지 않

고 오로지 희생적인 근면(勤勉)으로 자기의 일만을 지켜 왔

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상상(想像)하기 조

차 어려웠던 여성의 확고한 위치와 보람있게 활동 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 받은 것이다. 아울러 가정생활 외에도 사회

적인 많은 일을 거들어야 하게 되었고 자녀의 교육, 자신(自

身)의 교양, 독서, 생활력의 양성 등등 남성 못지 않게 수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써 생활의 합리화

와 간소화를 지향하여 적은 시간과 경제로 훌륭한 성과를 걷

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

래도 국가경영(國家經營)의 큰 공장을 많이 설치하고 전공

학자(專攻學者)들의 연구(硏究)를 토대로 맛있고 값산 간장

이나 고초장 된장 김치 등이 정기적(定期的)으로 매일 생산

되어야 할 것이다’

음식생산의 사회화 대상 중 모든 음식의 기본이며 가장 손

이 많이 가는 간장, 된장이 경제적이란 미명하에 산업화의

첫째 대상이 되었다. 간장은 일제시대 일본 사업주들에 의

해 공장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었으며 이는 값싼 콩깻묵 등

의 원료로 하여 만드는 아미노산 간장이었다. 양조간장은 일

제말기에 한국에 소개되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1950년대

에 비로소 음식생산의 사회화 요구 필요성에 힘입어 대량 생

산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저

가의 밀 공급이 가능해지자 값싼 밀 단백질을 염산으로 가

수분해하여 가성소다나 탄산소다로 중화시켜 얻은 아미노산

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재래식 간장의 색, 맛, 향기를 내

는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양조간장을 만들게 되었다. 전분 함

량이 높아 단맛이 강한 밀은 간장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생활의 합리화와 편리함을 기초로 하

여 장류의 산업화는 가속화 되었다.

신현모양처=(음식생산자+경제활동)→장류의 산업화 촉진

2) 합리적 소비자와 서양음식 소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의 정의에 의하면 소비자는 시

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품질, 쓰임새를 꼼꼼히 따

져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상품을 구입하게 된

다(Oh 1998). 하지만, 실제 선택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대상을 소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흡족해 하는 경우가 있는 가치만족을 소비하기도 하

고,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지향소비

를 하기도 한다.

『여원』을 중심으로 살펴 본 1950년대의 음식소비문화 특

성은 쌀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밀가루의 경제 합리적인

선택과 미국의 고급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가치 합리적 선

택을 제시함으로써 밀가루로 만든 서양음식을 선택하고 만

들 수 있는 여성들은 합리적인 소비자인 것으로 포장하고 담

론화 시킨 것이다. 또한, 지면 광고를 통한 식품 광고에서

는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을 이상화하여 경제적 풍요로움이

나 현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함으로써 서구식 라이프스타일

로의 전환을 이상적 모델로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 합리적 여성과 밀가루 음식

서울영양연구소장은 <백미 편식 보다 밀가루를 많이 먹자

(1958년 9월 252쪽-256쪽, 李順愛)>에서 백미 편식보다 밀

가루식이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득하고 있다.

‘밀가루는 우리 국민에게 이득을 줍니다. ① 우리 국민이

하루 세끼 중 한끼만 빵이나 국수를 먹는다면 일년에 100만

톤(屯)(매년 四만 가마니 일년에 一千四百만六十 가마니)의

쌀을 절약(節約)할 것이며 이것을 외국에다 수출(輸出)한다

면 최저가격으로라도 一억八千만딸라(弗)(九百億園)의 외화

外外( )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② 백미와 밀가루식의 영양가

치 비교: 빵 반근 二五0그람, 국수라면 한 대접 이것이 백

미밥 한사발보다 더욱 많은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백미편식보다 밀가루를 많이 먹자’ 쌀의 단백질(피와 살을

만드는 것)이 밀가루에는 2배나 되고 백미에는 거의 없다시

피 적은 비타민 B1(전분이나 설탕불량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음으로 하루 한끼만 밀가루식으로 한다면 B1결핍증

(脚氣病)이 감퇴됩니다. ③ 빵식으로 바꾸는데는 부식으로서

축산품(畜産品)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보다

평야가 70퍼센트나 되는 입체적 조건밑에 있는 우리농업의

활로(活路)는 축산 발전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축산과 농

산물 생산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고 있습니다. ④ 빵은 밥보다 한번 만들어 두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것이므로 시간경제는 물론이고 난방용

(暖房用) 나무보다 취사용(炊事用)이 실제로 더 많이 소비되

고 있어 연료 절약도 되는 동시 따라서 산림록화(山林綠化)

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거<Figure 4> 『여원』 1958년 5월호 ‘주부를 골탕먹이는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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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득(一擧兩得)으로 우리 국민보건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분식장려(粉食奬勵)야말로 식생활개선에 제일이기 때문

에 하루 세끼 중 한끼만이라도 분식을 해야 됩니다’

위 내용에서와 같이 밀가루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으로 이득이 되며, 영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장기 보관

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여

원』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비스켓 만드는 법(1958

년 9월 264쪽, 金潤愛)>, <새로운 주부수첩: 경제적인 요리

만들기(1957년 3월 245쪽, 金濟玉)>, <애플파이(1959년 9

월 258쪽, 朴璟熙)>, <빵 만드는 법, 먹는 법(1959년 11월

270쪽,)>,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드는 법(1957년 1월 293

쪽, 李淑姿)>, <크리스마스 케이크(1958년 12월 278쪽-281

쪽)>과 같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빵, 과자, 케

이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여원』에서는

미국의 에티켓을 겸비한 정숙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 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식 교양을 강조함으로써 음식에 있

어서 교양은 과학적으로 우수한 밀가루로 만든 서양식 과자

와 케이크, 빵 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합리적 여성=밀가루 소비자’

즉, 밀가루 음식을 소비하는 여성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이며 앞서가는 여성들임을 담론화 시키고 있다.

(2) 식생활의 과학과 영양식

교양 있는 여성이 되는 길은 또한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서

양의 식생활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보았다.

<여름철의 부엌 위생(1957년 8월 261-262쪽, 朴日和)>,

<식중독과 예방(1957년 9월 262쪽-263쪽)>, <주부의 생활

과학(1958년 10월 252쪽-255쪽, 朴元玉)>, <영양식 강습

회 (1959년 신년 증간호)>, <부엌살림의 과학(1959년 5월

26쪽, 李順愛)>, <부엌살림의 과학(1959년 7월 232쪽, 李

順愛)>, <우리 집의 개선식생활:칼슘분말과 분식을(1959년

7월 226쪽-230쪽, 權淑敬)>과 같은 코너를 통하여 식생활

의 과학화를 교육하고 계몽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집에서 만드는 저울과 영양식(1958년 11월 283쪽-288

쪽, 李順愛)>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집의 영양요리는 계

량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욱 쌀, 야채, 생선 등

모두가 중량으로 사게 된 오늘날 무엇보다 정확하게 사는데

필요할 뿐아니라, 온가족의 영양섭취량에 있어서도 과부족

(過不足)이 없는가 하루에 얼마가 정량(正量)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저울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은 안전(安

全) 저울을 각 가정에다 준비해 두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

지만 저울을 사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만들면 훌륭한 저

울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식생활은 주로 아기들에게 중점

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아기들에게 완

전한 체격 또는 두뇌를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

리의 현재 식생활은 쌀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피와 살을

만드는데 절대 필요한 동물성 식품 즉 밀가루, 팥, 콩, 효모

(酵母), 돼지고기 등 또는 뼈와 치아를 만드는데 필요한 칼

슘 즉 우유, 생선뼈, 곰국야채, 칼슘분말 등이 매일같이 부

족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밥상을 만들 때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어 현재 부족 되게 먹고 있는 밥상을

개량식으로 매일 먹지 않으면 안될 분량과 이상적인 밥상표

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영양에 이바지 하실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이 우리의 식생활을 개선한다면 온 가족의 건강은 물

론이고 수명도 장수 할 것은 틀림없고 더 나아가서 체격이

나 두뇌를 세계 수준에 올릴 수 있으므로 주부들께서는 관

심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서울 管 硏究所長>’

이 글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현재 쌀을 너

무 많이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고 피와 살을 만드는 밀가루

와 같은 동물성 식품(?)으로 밥상을 개량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이상적인 밥상표를 작성하고, 저울로 밀가루와 식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량스푼으로 정확한 양의 소금과

설탕을 넣는 서구식 식생활이야말로 과학적인 식생활이며

우리의 체격이나 두뇌를 세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Figure 5> 『여원』 1958년 9월호 <Figure 6> 『여원』 1958년 11월호 ‘집에서만드는 저울과 영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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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적인 영양식에는 늘 밀가루가 등

장하고 비타민, 단백질, 칼슘과 같은 어려운 영양소들의 언

급과 함께 밀가루로 만든 빵과 서구형 음식이 소개 되었다.

『여원』에서는 또한 합리적인 식생활을 위하여 우리집 음

식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집 음식의 科學的分析과 合理的

食生活((1958년 5월 251쪽-256쪽, 李順愛)>의 내용을 보

면 ‘~설탕, 미원(味元), 젓갈, 쇠고기, 계란, 생강, 후추, 깨

소금 등을 우리는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의 성분도 우리의 신경(神經) 또는 두뇌(頭腦)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난한 우리나라의 식사를 가지고라도

외국인보다 두뇌에는 과히 손색이 없다는 사실도 양념에 많

이 관계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점을 더욱 강조(强調)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 과제라 하겠습니다’ 하였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뇌가 선

진국의 외국인 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음식의 양념 때

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우리 양념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화학합성 조

미료인 미원(味元)도 당당히 우리의 양념으로 인식되고 있

다는 것이며 이것이 신경, 두뇌의 구성요소로 중요하다는 점

을 과학적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면 광

고를 통한 광고에서도 살펴보듯이<Figure 7> 화학적 합성

조미료가 매우 고급조미료인 것으로 광고하고 있고, 이러한

광고에 의해 사람들은 화학합성조미료가 고급조미료인 것을

보편성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1950년대부터 자본주

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여성잡지는 후원하는 기업주와

맞닿는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잡

지는 일상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를 많은 지

면에 할애 하였다.

‘과학적 식생활=서구 영양식생활+화학 조미료 사용’

즉, 195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의 의식 속에는 화학

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과학적이고 앞서가는 코드인 것으로

인식하고 따르게 된 것이다.

2. ‘구술면접’을 통한 1950년대 일상생활 속 음식소비

음식습관은 고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한 한번 고정된 음식습관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

진다. 그 만큼 각 개인이 처해온 문화적 배경을 가장 분명

하게 드러내는 것이 음식이다. 이렇게 입맛이란 한번 고정

되면 고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기에 어떤 음

식을 인상적으로 접하였는지, 어떠한 입맛에 익숙해지느냐

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음식

소비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1950년대 아동. 청소년기를 거친 전통

세대들을 만나 그들이 전하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1950년대의 일상생활 속 음식소비 경향은 어떤 특성을 가졌

으며 그 특성들은 현재 우리의 식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羨羨1) 미국에 대한 선망( )과 고급음식 표상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군정기에 이어 6.25전쟁을 겪으

면서 국가안보나 경제적 문제로 미국과 깊은 연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비롯된 교육 및 의

료사업은 한미 문화 관계의 근간을 이루었고 1950년대 한

국 지식인들은 미국을 자유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이룩한 경제대국, 혹은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하

면서 대중들에게도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대

화의 표상으로 인지시켰다.

(1) 밀가루, 우유가루 배급과 은혜의 나라 미국(美國)

일반 서민들에게 미국은 직접 경험하기 쉽지 않은 나라였

다. 하지만 원조물품과 대중문화 등을 통하여 미국을 간접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다. 다음에서는 실제 6.25 전쟁을 겪

은 전통세대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당시 일반 대중들

이 경험한 미국과 미국 표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례 1: 1941년생 Kim GH씨가 겪은 6.25전쟁과 美國>

Kim GH씨는 1941년 서울시 마포구에서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친정아버지께서 경전에 다니시고 친정어머니는 공

덕동에서 고무신 상회를 운영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었다. 집에 식모 아주머니가 계셔 식사를 담당해 주시고 가

게 점원들의 점심을 준비하시곤 하셨다. 6.25에 대한 기억

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연기가 나고

어수선하여 집으로 갔더니, 경전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

서는 회사 주위에 폭탄이 떨어져 상처를 입으시고 집에 돌

아오셨다. 우리는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지만 한강이 끊어져

배로 건너야 했다. 배를 타고 내려 올 때도 머리위에서는 비

행기가 폭격을 했다. 총알이 물위로 떨어지고 귀가를 스쳤

다... 소금물에 밥을 먹은 적도 있다. 피난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여 식사의 대부분은 꽁보리밥이었고 주로 국수를 자

주 해 먹었다. 칼국수를 썰고 자투리를 얻고자 주위를 맴돌<Figure 7> 『여원』 1957년 8월호 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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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께서 반죽 자투리를 주시면 동생들과 숯불에 구워

먹곤 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 미국이라는 나라는 밀가루,

설탕을 배급 받아 오시며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미

국은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 한다’

<사례 2: 1941년생 Lim SJ씨가 경험한 성당에서 우유가

루 배급>

‘Lim SJ씨는 1941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중학교 까지

졸업하고 서울 먼 친척의 소개로 대동모방이라는 방직공장

의 검사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중졸학력을 가진 사

람이 적었기 때문에 단순 생산직이 아닌 검사실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전수학교에서 야학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

었다. 어린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에 대한 추억은 가끔 친

구들과 앞마을에 있는 성당에 가면 성당 신부님이 통조림을

나누어 주신 기억이 난다. 우유, 쨈, 쇠고기 장조림, 콩, 과

일 등 다양한 음식이 통조림 속에 들어 있어 신기하고 맛있

었다. 또 가끔은 우유 가루를 배급하여 주었다. 우유 가루

는 도시락에 넣어 밥솥에 넣고 찌면 맛있는 과자가 되었다’

<사례 3: 1952년생 Lee OK씨가 경험한 원조물품과 미국>

‘충남 아산의 Lee OK씨는 1952년 도고면에서 태어났다.

높은 도고산과 넓은 평야가 있고, 도고 저수지가 있어 경치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다. 일찍이 천주교가 들어와

마을 공동체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었으며 성당에서 옥수수

가루, 우유가루 등을 배급 받아 먹었다. 동네에 교회가 있

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믿었고 후에 공수리에 강당

을 지어 함께 예배보고, 신부님이 1년에 1-2회씩 오셔서 강

론을 해 주셨다. 평소 주일이면 마을 어른 중 회장이 있어

예배를 보았다. 예배 후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를 배급받았

다. 당시에 미국원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유가루는 집

에서 쪄 먹고 옥수수가루는 죽을 쑤어 먹었다’

1950년대 외국의 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이 아닌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

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그 원조를 수혜받는 민

간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

문에 수혜자의 이미지는 고마움의 대상이며 수혜국은 선망

(羨望)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미잉여농산물 원조는

주로 양곡중심의 농산물 원조였으며, 전반기(1945-1954)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둘러싼 역사적 격동기여서 미국이 미군

정과 단독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밑

으로부터의 민심수습과 사회 안정용으로 주로 무상 배분위

주의 식량 원조를 하였기 때문이다(Kim & Chung 2009).

6.25 전쟁 직후는 어떤 것이든 ‘먹을거리’만 있으면 행복

했던 시절이었다. 소나무 속껍질과 콩가루를 이겨서 만든 송

기떡, 쑥을 쪄서 쌀가루나 콩가루로 무친 쑥떡, 꿀꿀이 죽,

절미운동, 보릿고개, 미국 국기 앞의 악수하는 손이 그려진

식량 푸대, 우유 가루와 옥수수 가루 배급 등이 50년대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다(Kim 1994).

위 면담 사례에서도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설탕, 밀가루

등의 무상 배급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

러한 배급품들을 통하여 일반대중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는 매우 강

력한 계기가 된 것이다.

(2) 토스트가 상징하는 고급문화

음식은 그 맛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저절로 선택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는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요리

에 깃든 의미를 먹게 되는 경우도 많다. 종종 음식 자체보

다는 분위기, 함께 한 사람, 상황 등이 더 중요하게 규정됨

으로써 은밀히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의 격식에 의하여 때로

는 신분상승의 환상과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소수 도시 상류층과 지식인층에서 이러한 소비

욕망은 두드러지며, 이는『여원』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부추겨 지게 된다.

<사례 4: 1950-60년대 서울 사모님댁의 맛있는 토스트

와 빵>

‘Kim JJ씨는 1950년 1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6.25때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로 식모를 살러 오

게 되었고 시골에는 할머니만 계셨다. 서울 홍제동 집은 인

천제철에 다니시는 간부의 집이었으며 두 분 다 맞벌이를 하

셨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식모일은 힘들지 않았다. 사모

님이 음식을 매우 잘 만드셨고 부잣집이라 먹을거리가 늘 풍

성했다. 사모님은 파티를 자주 여셨으며 손님들 초대도 매

우 잦았다. 그리고 손님접대가 많아 귀한 음식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난다. 구절판, 신선로, 빵가루 입혀 꽃같이 튀긴 굴

튀김. 쇠갈비, 초밥, 잡채 등이었다. 마요네즈도 직접 만들

어 먹었다. 마요네즈는 우유에 계란 노른자, 식초를 넣고 한

방향으로 거품 나도록 계속 저으면 만들어 지는데 주로 사

라다를 만들어 먹었다. 토스트 기계가 있어 아침은 주로 토

스트를 먹었다. 구운 식빵에 버터와 딸기쨈, 땅콩쨈 등을 바

르고 구운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를 넣어 먹는다. 과자는 양

과자를 자주 해 먹었다. 빵도 자주 사다 먹었던 기억이 난

다. 바나나도 먹었다. 당시 매우 비싼 바나나를 썰어서 우

유와 같이 먹었다. 우유는 깡통에 들어있는 진한 우유를 끓

는 물에 2-3숟가락 섞어 끓여 먹었다. 친구들은 주로 동대

문에 있는 옷 만드는 공장, 라디오 회사(삼성)에 다녔다. 월

급이 700원 정도였다.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권하였는데 본

인은 ‘부잣집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음식 배우고 있어’ 가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회적 인식이 공장에 다니는 여자들은

밖으로 돌린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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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에서 우리는 당시 여성 노동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

는 가사노동인 ‘식모’의 경험을 통하여 당시 여성들의 정체

성과 음식문화를 읽을 수 있다. 서울 사모님 댁은 아침에 토

스트와 우유를 마시고, 식빵에 잼을 바르며 손님들을 초대

해 파티를 즐기는 도시의 상류 소비층이었다. 앞서 살펴 본

여성잡지『여원』을 통한 합리적 여성과 현모양처의 음식문

화 담론이 실제 가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살

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문물을 수용하고 향유하

는 상류층의 문화를 동경하며 그 그룹의 넓은 범주라도 속

하므로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피면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면담자는 공장에 함께 다니자는 친구들의 권유에

‘부잣집에서 돈도 벌고 잘 먹고 음식 배우고 있는데 갈 필

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들이 공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내

세워 스스로를 합리화 하며 거절하게 된다. 당시 ‘잘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나 신선로, 구절판과 같

은 고급 전통한식과 빵, 우유, 토스트, 계란 후라이, 파티와

같은 고급 서양의 음식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

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식모로 일하며 주인 사모님께 고

급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익힌다는 것 역시 대단히 매력

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현재 식당 조리원으로 종사하고 있

는 피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

면 친구들처럼 삼성에 다니는 건데 그랬어요.’ 하지만 1950

년대 당시 Kim JJ씨는 자신이 소비하는 음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고급문화인 서양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분의 상승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환

상을 갖게 된 것이었다.

<사례5: 6.25전쟁 중에 먹은 고기 통조림>

‘1944년에 충북 보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난 Kim YJ씨는

6.25전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 부모님과 함께 갓 태어난 남동생을 데리고 속리산 밑

외갓집으로 피난을 떠났다. 하지만 외갓집 동네에 마마가 퍼

져 동네 어귀에서 외갓집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본가로 되

돌아 왔다. 하지만, 동생은 마마에 걸려 매우 고생을 하였

다. 피난을 가서 다시 집에 돌아온 이후 어느 날 개울가에

서 커다란 사내들을 보았다. 무서워 울었다. 무척 큰 남자

(미군)가 다가오자 더욱 큰소리로 자지러지게 울었다. 미군

은 나를 데리고 집에 왔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

어쓰고 계셨고 나를 오라고 손짓했다. 미군은 무어라 이야

기를 하더니 커다란 검은색 2개 덩어리를 놓고 갔다. 당시

나는 ‘할머니 보리개떡이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지만, 나중

에 생각해 보니 고기였다. 통조림 스테이크였던 것 같다.

6.25하면 그때 먹었던 그 고기와 미군이 생각이 난다. 나는

한국전통음식을 가장 좋아 하지만 6.25때 미군에 대한 고마

운 기억으로 미국이 좋은 나라라 생각했고 맛있었던 보리개

떡(통조림)의 기억으로 미국음식도 좋아하게 되었다.’

사례 5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미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

지만, 전쟁 시 미군들이 나누어준 통조림 고기 한 조각에 미

국 음식과 미국에 대한 표상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스테이

크의 경험이 없는 피면담자는 스테이크를 받아들고도 보리

개떡이라 생각한다. 보리개떡이 본인이 경험한 음식 중 가

장 비슷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나 맛있는 보

리개떡에 대한 기억은 무서워서 울게 했던 미군들의 이미지

까지도 좋은 인상과 경험으로 승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음식은 문화의 정체성을 표상하기도 하고, 문화의

정체성이 음식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소비되기도 하는 것이다.

 

2) 산업화와 밀가루 음식 소비

해방 이후 미국의 식량원조와 함께 제당, 제분 등 삼백산

업(三白産業)을 중심으로 2차 가공 산업이 국내 산업의 주

축을 이루었다. 1950년대 우리 정부는 미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에 따른 저곡가 정책으로 저임금에 따른 노동력의 원활

한 재생산 조건과 자본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시행하였다(Kim & Chung 2009). 1950년대 후반부터 미

잉여농산물의 양이 배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농산물의 적극

적인 수출의 의미가 커지면서 우리 식생활에도 조금씩 변화

가 오기 시작하였다.

(1) 국수의 일상식화

<사례 6: 꿀꿀이죽과 잔치국수>

‘Kim SJ씨는 1943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6.25 당시 부

산 상황을 회고해 보면 피난민들이 지천으로 바글바글 많았

다. 천막을 치고 깡통에 불을 피워 음식을 먹고 동냥을 하

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국제시장에서 군복을 주워 까맣게

염색을 하여 빨랫줄에 널어 옷장사를 하던 여자들의 모습이

선하다. 군용담요도 염색하여 팔았다. 커다란 드럼통에 불

을 때 염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넣고 김치와

국수 등을 한꺼번에 커다란 깡통에 넣고 끓여 양은 냄비에

나눠 먹는 ‘꿀꿀이죽’을 본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꿀꿀이

죽을 먹었다. 집에서 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었다. 국수는 밀

가루와 계란과 소금물을 넣고 손으로 반죽한 국수가 맛있

다. 조갯살, 사골육수 등으로 육수를 내어 쫄깃하게 삶은 국

수가 최고이다. 초봄에는 달래양념장을 만들어 국수 위에 끼

얹어 먹는다. 멸치다시 국물에 익은 배추김치와 호박을 넣

은 김치국수도 좋고, 멸치 다시국물에 소면을 넣고 김, 계

란 등으로 고명을 얹은 잔치국수도 별미이다. 고명이나 육

수 없이도 소면을 삶아 간장을 끼얹어 먹기도 하였다’

<사례 7: 방앗간과 국수집>

‘1952년생 Lee OK씨 이야기2: 6.25를 전후로 하여 마을

에 마마, 장티푸스가 돌아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둘째 오

빠, 키우던 소까지 다섯 목숨이 목숨을 잃었다. 자식을 먼

저 잃은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 대한 세끼 밥 집착이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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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보릿고개가 와도 집에 식량을 끊지 않고 늘 쌀밥을

해 먹이시곤 하셨다. 당시에는 3-4부락 마다 하나씩 방앗

간이 있었고, 쌀, 보리쌀 등은 방앗간에서 빻았다. 방앗간

에서 빻은 밀가루를 머리에 이고, 소달구지 마차에 싣고 시

장에 가면 국수집에서 국수를 만들어 준다. 굵게 또는 가늘

게 원하는 대로 뽑아서 나무에 걸쳐 말린다. 다 말린 국수

는 뚝뚝 끊어 봉지에 담아 준다. 10여살 남짓할 때 아버지

를 따라 온양시장을 가면 자장면 집이 있었고 칼국수집, 해

장국집(순대국) 등 음식점이 있었다. 음식점은 주로 시장에

온 손님들의 식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이었다.’

밀가루 공급양이 많아지고 제분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곳

곳에 국수를 대량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국수집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농사지은 밀을 수확하여 인근 마

을 방앗간에서 밀을 빻아 시내에 국수집에 가져다주면 가늘

고 긴 국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마른 가공국수는 저장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상식으로 국수를 소비하는 것이 가

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 가능한 건국수는 국

수집뿐만 아니라 구멍가게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수는 과거 손으로 반죽하고 밀어야 하

는 조리과정이 복잡한 특별한 음식이 아닌 쉽게 삶기만 하

면 되는 ‘일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팽창으로 인하여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국수음식집, 자장면집 등의 외식산업의 발달이 가

속화 되었다.

(2) 설탕, 밀가루와 제과·제빵 산업

<사례 8: 서울 도심 속 ‘뽀끼(뽑기)’와 ‘효빵(식빵)·건빵’>

‘1943년생 Kim YB씨는 서울특별시 서교동에서 태어났

다. 어린 시절 친정 큰댁이 서울의 갑부였다. 서울 서교동

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었는데 궁궐을 헐어 그 대들보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석가래가 매우 컸으며 대문 3개를 지

나야 안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린시절 집안 행사때 마다

큰댁에 갔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장독대가 굉장히 넓고

컸으며 부엌 위쪽에는 찬실이 있었고, 숙수쟁이 아저씨가 찬

실에서 음식 담았다. 큰댁은 6.25때 인민군들이 점령하여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지금은 개발되어 헐리고 없다. 집안의

행사를 치루려면 한달 전부터 준비하였으며 그릇은 놋그릇

을 썼다. 부엌 뒷문을 열면 장독대가 넓게 있었고 텃밭에는

율무가 심어 있었고 가을이면 울타리에 구기자가 빨갛게 익

어 구기자 술을 담궜다. 당시 서교동은 논이 많았는데 큰댁

에는 머슴과 식모가 많이 있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

는 간식은 ‘뽀끼(뽑기)’이다. 국자에 설탕과 소다를 넣고 ‘뽀

끼(뽑기)’를 만들다 국자를 태워 엄마에게 자주 혼났다. 또

한, ‘효빵(식빵)과 건빵’이다. 피난시절 아버지께서 서울 근

교의 빵공장에서 구해주신 ‘효빵(식빵)과 건빵’은 정말 맛있

었다. 또한, 전쟁이후에 큰언니가 오리온 공장에 다녀 명절

이면 보너스로 과자, 건빵, 사탕을 받아왔다. 과자를 먹기

위해 언니를 마중 나가곤 했다’

<사례 9: 시골 읍내 학교 근처 ‘호떡’집과 ‘아이스께끼’>

‘Kang SY씨는 1950년 11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서

태어났다. 태어난지 3일만에 ‘가우도’라는 섬으로 피난을 갔

다. 주위 사람들이 피난을 가던 도중에 아기를 바다에 버리

라고 하였단다. 친정아버지께서 이장을 20여년을 보셔서 신

변에 위협을 느껴 산속에 오랫동안 도망 다니셨다. 어린 시

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초등학교 때 먹던 ‘호떡’이 생각난

다. 돈이 없어 자주 사 먹진 못했지만 아주 가끔씩 사 먹던

‘호떡’은 정말 맛있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꿀(설

탕) 맛은 일품이다. 초등학교 시절(1950년대) 읍내 학교 근

처 호떡집에서 사먹던 ‘호떡’과 통을 메고 동네마다 돌아다

니는 ‘아이스께끼~’ 장사는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돈이 없

어 보리이삭을 주워서 바꿔 먹기도 하고 고무신이나 낡은 신

발로 ‘엿’과 ‘아이스께끼’를 바꿔 먹던 생각이 난다’

설탕과 밀가루 제분업 등의 발달은 제과, 제빵 등의 가공

식품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잉여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의 수입은 국내 식품가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으

나 가공식품의 발달이 국내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수

급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한 제조, 가공이기 때문에

추후 식품원료의 대외의존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 역시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만, 1950년대 당시의 아이들에게 밀

가루와 설탕을 원료로 하는 빵, 건빵, 호떡 등은 최고의 간

식거리였으며 서구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세련된 표상이었

다. 사례 8에서와 같이 가족 중 과자공장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

다. 사례9에서도 어린 시절 최고의 간식은 바로 읍내에서

팔던 호떡과 통을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장사에게서 사먹

던 아이스께끼임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식품가공업의 발

달은 식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식품 유통업을 발달

시켰으며, 밀가루의 대량공급으로 인하여 적은 자본금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증가 시키게 되었다.

(3) 소다, 밀가루와 집에서 만든 찐빵

미잉여농산물에 의한 밀가루, 설탕의 대량 공급은 식품가

공 산업의 발달을 획기적으로 발달시켰다. 또한, 저가 밀가

루의 대량 공급시스템은 밀가루 음식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

요한 소다(베이킹파우다), 뉴수가(사카린) 등의 값싼 인공화

학조미료의 공급과 맞물려 밀가루 음식의 보급화,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례 10: 달콤한 소다 냄새 나는 ‘찐빵’>

‘Lee YH씨는 1950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에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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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7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친정어머니가 생업을

책임지셔야 했다. 어머니는 본인이 8살(1956년)때부터 음암

이라는 면소재지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셨다. 어머니가 운

영하던 중국집에는 찐빵, 짜장면, 도나쓰, 떡국, 우동 등을

팔았다. 찐빵은 밀가루 반죽하여 팥을 삶아 속을 넣는다. 강

낭콩을 듬성듬성 넣기도 한다. 호박잎을 깔고 찌면 달콤한

소다 냄새가 좋았다. 국수는 동네 잔치 때 많이 먹고 집에

서는 칼국수나 수제비를 많이 먹는다. 밀은 방앗간에서 빻

아다 부침개를 부쳐먹는다. 김치부침개가 맛있고 기름은 들

기름을 사용한다. 어린 시절 간식으로 라면땅, 미숫가루, 아

이스께끼, 찐고구마 등이 생각나고 가장 맛있었다’

<사례 11: 소다 넣은 밀가루 찐빵>

‘Yoo YE씨는 1950년 충남 천안에서 3남 3녀중 셋째로 태

어났는데, 부모님께서는 6.25전쟁 중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2년 후에 하셨다 한다. 봄에는 씀바귀, 달래, 냉이

를 캐러 다니면서 놀이거리로 삼고, 캔 나물로 반찬을 해 먹

었다. 여름철에 놀이거리가 없어서 비가 오면 얼기미로 송

사리, 미꾸라지, 붕어를 잡으며 놀았고, 가을에는 산으로 소

나무와 솔잎을 해서 겨울철 땔감으로 준비해 놓고, 겨울철

에는 주로 썰매를 타고 놀았는데, 썰매를 타고 들어오면 발

이 꽁꽁 얼어있으면, 어머니께서 콩자루로 발에 감아 주셨

는데 그렇게 하고 자면 얼었던 발이 동상이 안 걸리고 정상

으로 돌아왔다. 기억에 남는 음식은 보리겨로 만든 찐빵이

다. 보리를 방앗간에서 방아에 찧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알

맹이 겨를 반죽하여 쪄서 만든 빵으로 빨간색이다. 또, 밀

가루 찐빵이다. 밀가루와 소다를 반죽하여 3시간정도 숙성

한 뒤 팥 앙금을 넣고 30분정도 찐다. 도너츠나 호떡도 맛

있게 먹었던 음식이다’

사례 10, 사례 11 피면담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

린 시절 향긋한 소다 냄새가 나는 따끈한 찐빵은 삶 속 최

고의 간식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었다. 직접 농사지

어 적은 양 수확되던 밀은 수입하여 산업화되어 대량 생산

되고 저렴한 식재료 ‘밀가루’로 공급되고, 쌀로 빚은 막걸리

에 의한 발효공정은 공업화된 저렴한 첨가제 ‘소다’가 대신

하여, 밀가루 음식은 훨씬 간편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음

식이 되었다. 여기에 ‘찜’이라는 전통 조리법은 ‘빵’이라는

낯선 음식을 ‘찐빵’이라는 익숙한 음식으로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강낭콩, 팥, 보리겨 등 주변에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재료를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찐

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발화점이 낮아 무침류에만 주로 사

용되던 들기름, 참기름은 대두의 수입으로 새로운 콩기름 생

산이 가능하게 되어 식용류의 대표 자리를 내어 놓게 된다.

그리고 발화점이 높은 콩기름 생산은 도너츠와 같은 ‘튀김’

이라는 서양식 조리법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풍부한 식

재료의 공급은 새로운 음식문화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음식소비 담론을 ‘여성잡지’와

‘여성의 일상생활 이야기’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조망해 보

고자 하였다. 즉, 문화의 공적영역은 당시 사회적 지적 헤

게모니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여성잡지『여원』을 통하여

살펴보고, 문화의 사적 영역은 ‘심층면접’을 통한 여성들의

삶 속 일상생활을 검토함으로써 두 접합점을 찾아 1950년

대의 음식문화 소비담론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원』의 기사 내용을 보면 현모양처와 주부예찬, 여성

다움의 찬양, 전문능력을 길러 자기 일을 갖는 진취적인 여

성상 등이 혼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대

중소비의 주체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밀가루음식으로 대변되

는 선진문화인 서양음식을 익혀 교양 있는 현모양처가 되기

를 요구함을 볼 수 있었다.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중

최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음식 생산자로써 여성이었다. 음

식 생산·제공자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모성을 구체화하며

여자다움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음식을 이해하는 태도는

1950년대 음식이 모성의 상징이자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며, 가정의 행복에 기초를 놓는 매개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950년대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시기

로서 일상세계에 침투해 들어간 잡지 매체는 미국 이미지와

이를 표상하는 상품가치들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것, 보다 앞

선 것을 욕망하는 독자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었다.

‘심층면접’ 형식으로 만난 1950년대 아동. 청소년기를 거

친 전통세대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통한 일상생활 속 음

식소비 경향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쟁 전후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서 옥수수가루, 우

유가루, 설탕, 밀가루 등의 무상 배급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는 매우 강

력한 계기가 되었다.

<Figure 8> Flour-based Food consumption Culture Circuit in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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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빵, 우유, 토스트, 계란 후라이, 파티와 같은 고급

서양의 음식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으며

또한, 고급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에게서 고급 음식 만드는 법

을 배우며 익힌다는 것 역시 신분상승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 만큼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셋째, 밀가루 공급양이 많아지고 제분업이 발달하면서 전

국 곳곳에 국수를 대량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국수집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마른 가공국수는 저장 기간이 연

장됨에 따라 일상식으로 국수를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

였다. 값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수는 과거 손으로

반죽하고 밀어야 하는 조리과정이 복잡한 특별한 음식이 아

닌 쉽게 삶기만 하면 되는 ‘일상식으로서의 간편한 밀가루

음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넷째, 1950년대 당시의 아이들에게 밀가루와 설탕을 원료

로 하는 식빵, 건빵, 호떡 등은 최고의 간식거리였으며 서

구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세련된 표상이었다. 또한,식품 가

공업의 발달은 식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식품 유통

업을 발달시켰으며, 밀가루의 대량공급으로 인하여 적은 자

본금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증가 시

키게 되었다.

다섯째, 미잉여농산물에 의한 저가 밀가루의 대량 공급시

스템은 밀가루 음식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다(베이

킹파우다), 뉴수가(사카린) 등의 값싼 인공화학조미료의 공

급과 맞물려 밀가루 음식의 보급화, 상용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적 헤게모니를 반영하는 대중매체에

서는 서양음식을 제공하는 교양 있는 여성이 바로 시대가 요

구하는 현모양처이며, 밀가루 음식을 소비하는 여성이 합리

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화된 소비자임을 담론화 시키

고 있다. 또한, 밀가루와 우유가루 등의 무상원조에 의한 미

국과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은 국수, 건빵, 찐빵 등의 공업

화된 밀가루 음식의 소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밥과 반찬

위주의 고정된 전통 음식습관을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 소

비로 변화시키게 하였다. 즉, 밀가루 음식은 1950년대 문화

의 정체성을 표상하기도 하고, 문화의 정체성이 여성문화장

(場)에서 서양음식을 대표하는 밀가루 음식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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