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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bed into the fashion of modern girls between the 1920’s and the 1930’s 

who led the mentality and fashion of women as the progenitor of the alpha girl in Korea. 

For this, the fashion of actual people who received attention as modern girls in various 

occupations and that of modern girl heroines reinterpreted in films were examined. 

Methods included the theoretical study based on fashion related newspaper articles at the 

time, specialized publications, advance researches, and internet data and the empirical 

study that involved contents analysis centering on visual data. The Western women’s 

fashion between the 1920’s-1930’s was dominated by the garçonne look to promote 

women’s entry into society and competition against men and the practical and mature long 

and slim look due to the influence of economic recess. Korean people also adapted 

Western clothes following Western fashion while also modified the traditional clothes and 

wore modified Korean clothes. The fashion of 5 actual modern girls of Korea and that of 3 

film heroines were examined. The fashion of actual people most well represented the 

fashion trends at the time and that they used fashion as the means to express their 

mentality and their artistic propensity and professionalism were expressed through fashion. 

On the other hand, the fashion of film heroines substantially expressed various occupa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 and reflected trendy clothes and cosmetics, and it 

showed sexy and romantic fashion trend due to the influence of modern tren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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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  2013

생했고 첫 여성 정무수석 첫 여성 원내대표 등 보, 

수적 정치권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였다 조. 

선시대 이래로 유교적 봉건주의 사상이 깊었던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과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기 여성 지도자를 가리. 21

켜 알파 걸 이라 지칭한다 알파 걸은 미(Alpha Girl) . 

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교수 댄 킨들런(Dan 

의 년 저서 Kindlon) 2006 Alpha Girls: 「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She is Changing the World」

말로 학업과 운동 인간관계와 리더십에서 탁월한 ‘ , 

능력을 보이며 남성을 능가해 질주하는 여

성 을 말한다 즉 여성의 능력이 남’(Kindlon, 2006) . 

성보다 우위에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능력이 있, 

는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다.

세기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알파 걸은 세기   21 20

초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여성으로 불렸던 모던 걸‘

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Modern Girl)’ . 

알파 걸로서 모던 걸은 가부장적 틀을 깨고 과감히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개방적 의식을 가진 여성이

었으며 외향적으로도 전통적 여성과는 다른 모습이

었다 모던 걸은 년대 패션 아이콘으로 도. 1920-30

시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경성 에( )京城

서 주로 단발과 양장을 한 채 거리를 활보한 신식 

여성들 이(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2006)

었다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에 서. 

양 복식을 착용하고 유행시킨 신여성들로 그들은 자

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지향하였다 성의 개방 사치. , 

와 허영을 조장한다는 이미지로 당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 근대 패션의 선도자로서 한 시대의 

패션 아이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던 걸들. 

이 유행시킨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의 토털 패션, , 

은 우리나라 개화기 시대에 도입된 첨단 서구 패션

인 동시에 서구 패션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던 걸은 한국 근. 

대 패션의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며 한 시대의 패

션 아이콘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알파 걸의 시작으로서   

여성의 의식과 패션의 유행을 선도한 모던 걸의 패

션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업에서 . 

모던 걸로 주목받은 실존 인물들과 영화 속에서 재

해석되어 표현된 모던 걸 주인공들의 패션을 확인하

고자 한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우리나라 모던 걸. 

이라는 집단이 발생하여 활동한 년대로 1920-1930

하였다 연구방법은 모던 걸 및 모던 걸 패션과 관. 

련된 당시의 신문기사 전문서적 선행 논문 인터넷 , , , 

자료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 당시의 패션 경향, 

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모던 걸 패션 스타일 내. 

용 분석으로 실존 인물과 영화 주인공을 대상으로 , 

하였다. 

실존 인물은 당시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  

던 직업여성들 중 무용 음악 미술 교육 그리고 기, , , 

타 분야에서 현재까지 사진자료가 많이 남아있고 대

중적으로 알려진 실존 인물들의 사진으로 하였으며 

이는 총 장이 수집되었다 분석 대상은 무용가 53 . 

최승희 화가 나혜석 성악가 윤심덕 여성교육‘ ’, ‘ ’, ‘ ’, 

자 김활란 비행사 박경원 의 인이었다 영화는 ‘ ’, ‘ ’ 5 . 

최근에 모던 걸들을 재해석하거나 적용한 영화 주인

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년 이후 개봉된 영화 , 2000

중 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청연1920-30 <

모던 보이 라듸오 데이즈(2005)>, < (2008)>, <

총 작품의 여주인공 청연 의 비행사 박(2008)> 3 < > ࡐ
경원 모던 보이 의 댄서 조난실 라듸오 데, < > ࡑ> , ࡐ ࡑ
이즈 의 재즈가수 마리 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화 > ࡐ . ࡑ
속 패션 분석은 영화의 를 통해 수집하였다 의DVD . 

상은 여자 주인공의 직업 사상 당시 스타일 등이 , , 

reinterpretations. 

Key words 실존 인물 패션 분석 영화 주인공 : actual people( ), fashion analysis( ), film heroine( ),

모던 걸             modern gi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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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하였고 무대의상은 

제외하였으며 이는 총 장이 수집되었다33 .

년대 패션. 1920~1930Ⅱ

서구 패션 경향  1. 

년대 유럽은 세계 차 대전 동안 많은 여성  1920 1

들이 남성을 대신하여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

고 전쟁 이후 여성들은 새로운 경제적 독립과 평등, 

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 

두 젊어 보이고 평면적이며 납작한 가슴의 가르손, ‘

느 보이시 플래퍼(garçonne)’, ‘ (boyish)’, ‘ (flapper)’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삶. 

의 많은 측면에서 남성과 경쟁하려는 여성들의 욕구

가 반영된 것이다 패셔너블한 여성(Laubner, 1996). 

들은 타이트하고 피트 되는 의상들을 포기하고 머리

카락을 자르고 짧은 스커트를 입었다 의복은 여성. 

성이 줄어들고 남성화되었으며 평면적인 가슴라인과 

직선적인 허리선의 보이시 룩이 유행하였다(Ruby, 

이처럼 가르손느 스타일의 유행은 여성의 사1994). 

회진출과 남성과 경쟁하려는 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를 드러내

지 않는 평면적인 남성과 같은 여성 스타일로 나타

났다(Figure 1).

년은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로 세계 경제 불  1929

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패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은 더욱 실용적이고 성숙하며 차분한 . 

패션을 이끌었다 허리선은 자연스런 위치로 원상 . 

복귀했으며 벨트를 매어 허리를 강조했고 스커트는 , 

가볍게 플레어지고 길이는 길어졌다 또한 가슴을 . 

납작하게 하던 유행이 지나자 다시 브래지어가 등장

하여 롱 앤 (Mendes & De La Haye, 2008/1999)

슬림 룩 이 유행하였다(long and slim look) (Figure 

2). 

년대 패션 디자인의 지배적인 형태는 삼각형  1930

이었는데 등이 드러난 이브닝 드레스는 년대에 , 1930

가장 혁신적인 패션이었고 의상의 뒤쪽은 거의 허리

선까지 깊게 파여 노출되었다 이는 불황에 의한 롱 . 

앤 슬림의 패션이지만 이브닝 드레스의 경우는 여성

의 노출이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하겠다 즉 . 

여성의 사회진출과 젊음을 표현하던 년대는 다1920

리가 드러난 것이 초점이었던 반면 불황의 년대에30

는 보수적인 데이 웨어와는 달리 이브닝 웨어의 경

우 등이 노출되는 패션의 특성이 있다(Figure 3).

한편 년대 경제 불황은 실용성을 중시하여   1930

장식적이고 화려한 꾸틔르 중심이 아닌 심플한 스포

츠웨어와 기능적 패션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성 스포츠 웨어는 남성복 형태가 많이 반영된 기

능적인 패션으로 이런 남성복 형태가 반영된 스포츠 

웨어는 일상복에 침투하기 시작하며 여성복 스타일

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기능적인 패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년대 서구 패션의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1920-30

모자 구두 등과 같은 패션 액세서리의 활용이 두드, 

러진 것에 있다 모자는 짧아진 헤어스타일과 함께 . 

챙이 좁은 헬멧 형태의 클로슈가 유행하였으며

납작한 챙이 있는 모자와 베레모가 유행(Figure 4), 

하였다 신발은 브로그 웨지 힐(Figure 5). (brogue), , 

플랫폼 슈즈 샌들 슬링백 하이 힐 낮은 구두 등 , , , , 

다양한 신발들이 패션에서 유행 하(Blackman, 2000)

였는데 이 중 발등 위를 가로지르는 끈이나 자 모T

양의 끈이 있는 신발은(Mendes & De La Haye,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에 있어2008/1999) 

서 활동성을 보장해 주었다(Figure 6). 

단발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사회관습으로부터 해  

방을 위해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단발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 

함께 웨이브 진 형태가 유행하였다 또한 소년같이 . 

옆과 뒤의 머리카락을 깎아 올린 이튼 크롭‘ (Eton 

스타일과crop)’ (Mendes & De La Haye, 

미국 영화배우들처럼 길이가 2008/1999)(Figure 7) 

긴 페이지 보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Bond, 

2000/1988)(Figure 8).

한편 년대 영화 산업의 발전으로 헐리우  1920-30

드 여배우의 메이크업이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

다 젊은 여성들은 유행에 따라 눈썹을 뽑아 아치 .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마를렌 디트리히는 연필로 그, 

린 아치 모양의 눈썹을 유행시켰다 눈은 화장 먹으. 

로 진하게 칠해 강조했고(Mendes & De La H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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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입술과 붉은 손톱이 유행했다2008/1999), 

이상의 년대 서구 (Ruby, 1994)(Figure 9). 1920-30

패션의 다양한 액세서리의 활용과 기하학적 단발, 

메이크업의 경향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데이 웨어와 이브닝 웨, 

어의 구별 토털 코디네이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우리나라 패션 경향  2. 

년대 우리나라 패션 중 대표적인 것은 개  1920-30

량한복의 등장과 유행에 있다 우리 옷의 개량은 개. 

화기 시절 장옷 의 폐지 지나치게 짧은 저고리 ( ) , 長衣

길이의 개선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치마길이 , 

줄이기가 있었다(Kocca, 2004). 

길이가 긴 저고리와 함께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개  

량한복은 여성의 통치마이다 통치마는 치마의 트인 . 

곳을 막아 통으로 하고 길이를 짧게 한 것으로 외국 

유학생이나 신식 여성이 먼저 입으면서 널리 보급되

었다 통치마의 색상은 검정색이 유행하였는데 특히 . 

검정치마에 흰색저고리는 여학생이나 신식여성이 많

이 입었으므로 이들을 상징하는 새로운 표상이 되었

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상하동색의 의복 착용. 

이 권장 사항이 되면서 년대부터 같은 색 입기1930

가 많이 유행했다 이처럼 여성복의 개량(Ko, 2001). 

은 여성의식 개혁의 표현인 동시에 실용성 활동성, , 

경제성을 추구한 의복의 변화였다 이로 인해 길이. 

가 긴 흰 저고리 검정 통치마의 유행이 보편화되었, 

다(Figure 10, 11).

서양문화에 친숙한 엘리트 신여성들로부터 양장착  

용이 시작되어 유행하였고 양재학교 여성단체 신, , , 

문들로부터 양재강습이 이루어져 양장착용이 널리 

확대 보급되었다 서양에서 유행, (Kum, et al, 2012). 

했던 가르손느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으

며 해외 유학파 신여성들에 의해 국내에 보급되면, 

서 유행되었다 년대는 양장착용이 (Shin, 2008). 1930

확산된 시기로 초기에는 보이시 스타일이 유행하였

으나 중반기 이후부터 여성적인 부드러운 스타일이 , 

나타났다 또한 결혼(Kum, et al, 2012)(Figure 12). 

식에 신식 드레스가 출현했고 흰 구두에 흰 장갑을 

끼고 부케를 들었다(Shin, 2008). 

패션 액세서리의 경우도 개량한복과 양장착용의   

증가에 따라 서양식 액세서리의 착용이 증가하게 되

었다 년대 신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단. 1920-30

발머리 저고리 어깨허리 통치마 양산 숄 구두, , , , , , 

시계 핸드백 안경 박가분 패션 잡지를 지적하고 , , , , 

있다 모자는 단발에 어(Kim, 2011)(Figure 13, 14). 

울리는 클로슈 모자가 유행하였으며 챙이 달린 카, 

플린도 애용되었고 베레 터번 등 구미의 다양한 , , 

모자들이 유행하였다 이상의 신(Kum, et al, 2012). 

여성에 의해 등장한 양장착용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가. 

치관을 지닌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패션 변천에 기여하였으며 양장착용과 함, 

께 다양한 서양식 액세서리의 착용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 년대 여성 헤어스타일 중 가장   1920-30

획기적인 것은 단발이다 봉건주의적 가치관과 갈등. 

을 겪으며 여성해방을 주장하던 신여성들은 그 실천

으로 머리카락를 자르기 시작했다 신여성을 지칭한 . 

모단 걸 은 언제부터인지 모단 을 한자로 이‘ ’ ‘ ’ ‘ ’毛斷

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모단 걸과 단발미인이 그 

시대에는 상호 동의어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대 여성들의 헤어스(Kim, 2005)(Figure 15). 1930

타일은 년대에 이어 단발이 계속되었으나 점차 20 , 

퍼머넌트 머리로 유행이 바뀌어갔다(Kum, et al, 

한편 헤어스타일뿐 아니라 당시 2012)(Figure 16). 

쏟아져 나오던 각종 여성 잡지를 통해 화장법에 관

한 관심이 증가했고 화장품 광고 등을 통해 여성들

의 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년대 여. 1920

성잡지 속 신여성들은 창백한 피부에 가늘고 긴 초

승달과 같은 눈썹 붉은 입술을 그렸으며 이후 , 1930

년대에는 보다 입체적으로 눈과 볼의 색조 화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입술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였다

(Hong, 2011). 

결국 이 시기 우리나라의 패션은 가부장제적 규범  

에 반기를 들며 동시에 서구의 유행 경향을 따랐다. 

이에 의해 시작된 단발은 점차 퍼머넌트 헤어스타일

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당시 신여성들의 개량한복, 

양장착용과 함께 나타났다 또한 화장법 역시 서양. 

의 유행을 받아들이며 서구의 유행 흐름에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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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동조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엘리트 신여성들. 

의 적극적 의식과 서구 패션의 수용이 점차 국내에

Figure 1

Garçonne Style

-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92.

Figure 2

Long and Slim 

년Look 1937

 Paris style

-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115.

Figure 3
Backless Dress

-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Volum 
: 20th Century,Ⅱ  

p.480.

Figure 4

Cloche

-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96.

Figure 5
1930s Hat

- (upper),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p.262.
- (lower) The 20s & 

30s : flappers & 
vamps,  p.6.

Figure 6

1920s Bag

- Fashion of the 
Roaring '20s, 
pp.101-102. 

Figure 7
Eton Crop 

Style
- Fashion of 
the Roaring 
'20s, p.84. 

Figure 8
Page Boy Style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p.114. 

Figure 9
1920s-1930s 

Makeup
-The 20s & 30s : 
flappers & vamps, 

p.6.

Figure 10
Long Skirt and 

Seamless 
One-piece Skirt
- The Dong-A 
Ilbo 1924.6.15

Figure 11
patriots wear   
1920s Seamless  
One-piece Skirt

- Fashion 
1900-2010, p.122. 

Figure 12

Street Fashion in 

the 1929

- Fashion say 
Culture, p.101. 

Figure 13
Shoe and 
Handbag

-History of 
Korea, 
p.216.

Figure 14
Modern Girl 

wear Glasses 
and Parasol

- The Dong-A 
Ilbo 1924.6.11

Figure 15

Bobbed Hair

-History of 
Korea, p.206.

Figure 16
Permanent 

Hair
- Korean 
Beauty 

100Years, p.101.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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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의 패션 분석. Ⅲ

한국 모던 걸의 패션 분석에 있어서 실존인물의   

자료는 당시 패션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다 실존인물의 자료는 지금 현재 남. 

아 있는 신문이나 당시 잡지의 기사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선정된 년대 대. 1920-30

표 모던 걸은 현재까지도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

진 무용가 최승희 화가 나혜석 성악가 윤심덕‘ ’, ‘ ’, ‘ ’, 

교육자 김활란 비행사 박경원 이다 이들은 모두 ‘ ’, ‘ ’ .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에 해당되는 인물들로 해외

문물을 먼저 접한 엘리트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무용가 최승희  1. ( ) 崔承喜

무용가 최승희는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의 대표적  

인 신여성으로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영화배우 광고모델 등의 활동을 했던 예술가이자 , 

대중 스타였다 최승희의 패션 사진자료는 다른 모. 

던 걸에 비해 많이 남아있어 무대의상을 제외한 총 

장이 수집되었다 최승희는 예술가와 대중 스타로24 . 

서 다양한 패션을 보여준 패션리더였다 예술적 성. 

향으로 인해 자유롭고 아방가르드한 패션을 선보였

으며 당시의 첨단 유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패션 

선구자였다 또한 광고 모델인 대중스타로서 개방적. 

이고 과감한 패션을 하였다. 

패션 리더로서의 면모는 년대 최승희의   1920-30

전반적인 패션에서 잘 나타났다 그 중 한국과 해외. 

에서 촬영한 사진 중 평상복에서 패션 선구자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신식 . 

결혼식을 하는 등 최승희의 패션은 보수적이고 전통

적이던 당시 조선 여성들의 차림새에 비교하면 매우 

자유롭고 서구 패션 그 자체였다. 

년대 최승희의 패션은 다양한 코트와 가르손  1920

느 스타일의 양장을 착용 하였다 핀턱 주름이 잡힌 . 

라펠 칼라의 코트 넓은 칼라의 박시한 체크무늬의 , 

코트 플랫칼라의 몸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는 직선, 

적인 실루엣의 코트 라펠 칼라의 코트 등 첨단 서, 

구 유행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르손느 . 

스타일은 가슴을 강조하지 않은 직선적인 실루엣으

로 나타났는데 타이트 하지 않은 부 소매의 니트와 7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형 네크라인의 원피스를 입, V

고 스카프를 리본 형태로 왼쪽으로 묶어 여성스럽게 

스타일링 하였다 액세서리로는 클로슈와 진주목걸. 

이 메리제인 슈즈 클러치 핸드백 손목시계를 착용, , , 

하였다. 

한편 최승희의 패션은 예술적 취향으로 인한 아방  

가르드한 패션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롱 앤 . 

슬림 룩으로 보여졌으며 의복의 다양한 디테일과 , 

기하학적 형태의 모자들로 이러한 아방가르드함이 

표현되었다 특히 년대는 미국 유럽 등 많은 . 1930 , 

해외 공연을 통해 해외패션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면

서 가슴과 허리선을 강조한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많

이 착용하였다 이상의 스타일은 당시 년대 . 1920-30

대표적 서구 패션 경향인 가르손느 룩 롱 앤 슬림 ,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최승희는 패션리

더로서 당시 서구의 유행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대중스타로서 패션의 과감함은 광고모델로서 착용  

한 의상과 무용공연을 다닐 때 착용한 평상복을 통

해 찾아볼 수 있다 광고모델로서 수영복을 연상시. 

키는 섹시한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스트라이프 슬리, 

브리스 셔츠와 숏 팬츠를 착용하였다 당시로선 과. 

감한 노출이 있는 섹시한 의상으로 액세서리는 챙이 

넓고 큰 모자를 착용하였다 년대 발목과 . 1920-30

종아리를 드러낸 통치마가 심한 노출로 여겨진 시대

적인 상황 속에 슬리브리스와 숏 팬츠를 착용한 과

감한 노출은 최승희의 개방적인 의식의 표현이고, 

화려하고 과장된 액세서리의 착용은 패션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용공연을 다. 

닐 때 착용한 평상복에서는 모피코트와 모피 액세서

리를 통해 화려한 패션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연을 . 

다닐 때도 대중을 의식하며 스타로서 패션에 신경 

쓴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럭셔리한 모피로서 표현, 

되었다. 

년대 최승희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1920-30

첨단 유행의 수용 및 아방가르드한 예술적 취향과 

과감한 노출 및 화려한 스타 패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헤어스타일은 최승희의 트레이드마크인 단. 

발을 하였다 메이크업은 가늘고 긴 초승달 형태의 .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2

124

눈썹을 하고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하였으

며 또렷하고 붉은 입술 화장을 하였다 이는 당시 . 

해외 유행 경향인 헐리우드 여배우 메이크업과과 일

치하는 것으로 최승희는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수용

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신여성이었다. 

최승희는 년 당시에 대중에게 패션을 전  1920-30

파하는 현재의 패션 셀러브리티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년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서양패, 1920-30

션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엘리트 모던 걸의 대표로 

사료된다.  

화가 나혜석  2. ( )羅蕙錫

화가 나혜석은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미술  

가 문학가로서 예술문화 활동을 하였으며 자유로운 , 

연애 파격적인 이혼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 

다 신여성으로서 개방적 의식이 확고하여 지금도 . 

쉽게 선보이기 힘든 이혼 고백장을 발표하는 등 당

시 신여성으로서 가치관이 확고하여 여성의 지휘향

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최승희가 스타성이 강한 엘리트 모던 걸이라면 나  

혜석은 개방적 의식과 진보적 사고를 거침없이 표현

한 예술가라 할 수 있다 나혜석의 패션 사진 자료. 

는 년도부터 년까지의 사진으로 총 장의 1920 1933 8

사진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최승희에 비해 사진의 . 

수가 장으로 적지만 나혜석의 패션은 전통한복 개8 , 

량한복 우리 옷과 양장의 혼용 착용 양장 등 다양, , 

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나혜석은 년대 초반에는 치마 저고리의 전통  1920 , 

한복을 착용하였고 이후 전통한복을 안에 입고 겉에 

양장 코트를 착용하는 우리 옷과 양장을 혼용 착용

하였다 이러한 혼용양식은 토털 패션으로 나타났는. 

데 한복과 개량한복의 전통복식을 착용할 때는 쪽진 

머리를 하고 화장은 짙은 눈썹 화장을 하였다 또한 . 

년대 패션이었던 개량한복인 통치마 스타일1920-30

도 착용하였는데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입고 

검정스타킹과 흰색 고무신을 신었다 반면 해외여행. 

을 할 때와 년대 화가로서 활동 할 때는 서양1930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직선적인 실루엣의 가르손느 

스타일의 의상들을 착용했으며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였다. 

한편 년대 나혜석의 패션 사진을 통해 나  1920-30

혜석은 상황에 따라 패션을 다르게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 따라 의복 착용. 

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상황에 충실함과 적극

성을 보이는 자신의 의식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결. 

혼직후 가정생활을 할 때와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이혼 전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전통한복 개량, , 

한복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아내. , 

엄마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충실함을 전통복식과 개, 

량한복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여행 . 

및 거주 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당시 서구의 여인, 

들과 같은 서양복을 착용했다 이는 에 따라 . T.P.O

의복의 착용을 적절하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

며 또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전

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신식 복식인 양장을 착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혜석은 주부로서 엄마로서 전통적 여성의 모  , , 

습뿐만 아니라 미술 작가로서 해외 활동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외적 표현에 능숙한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의복에 ,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나혜석의 . 

패션은 적극적인 패션수용과 의식 표현으로서 패션

을 활용한 것으로 대표되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전통복식에 서양복식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

다. 

성악가 윤심덕  3. ( ) 尹心悳

성악가 윤심덕은 최초의 여성 국비 유학생으로 선  

발된 엘리트 신여성으로 최초의 여성 성악가 대중, 

가수 방송 사회자 패션모델 등 당시 여성으로서 , , 

다양한 활동을 선구적으로 시도한 인물이었다 윤심. 

덕의 패션 사진 자료는 년부터 사망한 년1921 1926

경까지 총 장의 사진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윤심7 . 

덕의 사진 자료는 다른 인물들의 사진에 비해 선명

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행에 민감한 

감성적 취향과 에 충실한 스타일을 확인할 수 T.P.O

있었다. 

윤심덕의 패션은 년대 당시 유행했던 패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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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잘 따르고 있었다 년 귀국 독창회에서 . 1924

통치마 스타일의 개량한복을 착용했는데 길이가 긴 

저고리와 발목 길이의 통치마를 입고 구두를 착용하

였다 또한 년대 해외패션 경향과 일치하는 가. 1920

르손느 룩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루즈한 실. 

루엣으로 허리부분에서 주름이 잡혀 스커트 도련으

로 갈수록 플레어진 부 소매 길이의 원피스를 입었7

다 또한 숄 칼라의 모피코트와 비치는 얇은 소재의 . 

서큘러 캡 소매의 튜블러 형태의 원피(circular cap) 

스를 입었고 부 소매 길이의 직선적인 실루엣의 , 7

슈미즈 원피스를 입었다 액세서리로는 목걸이 팔. , 

찌 등을 하고 스타킹 하이힐을 신었으며 헤어스타, , 

일은 시뇽 스타일과 단발을 했다. 

윤심덕의 가르손느 룩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의상  

이긴 하지만 해외 유행경향인 보이시한 이미지보다

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느낌의 감성적 취향의 의상

들이다 또한 당시 신식 남성의 전유물과 같은 시계. , 

금테안경 보석 박힌 금반지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 

하였던 대표적 여성 으로 윤심덕(Jeon et al. 1995)

이 거론 될 정도로 토털 코디네이션을 잘 표현하였

다고 본다. 

한편 윤심덕은 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T.P.O

의상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독창회 음반취입 배우, , 

활동 여행에 따라 의상 선택을 달리 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독창회에서는 개량한복인 통치마를 착용하. 

였는데 이는 고국에 돌아와 갖는 독창회라는 특성상 

전통복식을 착용하여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한 의도

로 보인다 음반 취입 당시는 직선적 실루엣의 가르. 

손느 룩을 입었다 이는 직업여성으로 전문성을 나. 

타내기 위해 가르손느 룩의 양장 착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금강산 여행 중에는 넥타이를 느슨. 

하게 매어 장식한 셔츠를 입고 통이 넓은 무릎 아래 

길이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양산을 들었다 이는 . 

셔츠와 바지의 아이템으로 여행이라는 상황에 따라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 토월회 배우 시절에는 헐렁한 상의에 미디 길이. 

의 스커트를 착용하고 스타킹을 신고 구두를 착용하

였는데 이는 사진 촬영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분석이 용이치 않지만 배우 활동에 적합한 기능적인 

의상으로 사료된다.

윤심덕은 대중스타로서 대중들에 보여 지는 직업  

을 가졌기에 유행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패션을 수

용하였으며 에 충실한 적절한 스타일링을 하, T.P.O

였다.

교육자 김활란  4. ( )金活蘭

김활란은 부모의 영향으로 서양종교를 이른 나이  

에 접하면서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서구문

명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김활란은 한국 . 

최초의 여성박사가 되는 엘리트의 길을 걸었고 여, 

성교육발전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계몽 운동에 앞장, 

선 교육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 활동했다 김활란의 . 

패션 사진 자료는 년대부터 년까지의 사진 1920 1937

총 장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김활란의 패션은 통7 . 

치마 스타일의 추구와 엘리트 취향의 양장 착용으로 

분류되었다. 

년대 김활란의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1920-30

스타일은 통치마 스타일이다 전반적으로 양장보다. 

는 전통복식을 입음으로써 전통성을 추구하였지만 

전통복식 그대로가 아닌 개량된 개혁의 상징인 통치

마를 착용하였다 통치마는 당시 유행했던 개량한복. 

으로 당시의 유행을 수용한 것이지만 김활란의 패션

은 다른 실존 인물들에 비해 전통성을 고수한 보수

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김활란의 패션은 곧 통. 

치마 스타일이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

이 착용하였는데 전체 장의 사진 중 장의 사진에7 5

서 통치마를 착용하였으며 국제 선교활동 농촌 계, , 

몽 운동 가정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량한복을 ,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고리와 종아리 길. 

이까지 오는 통치마를 입었으며 상하동색의 저고리

와 통치마를 주로 입었다 통치마와 함께 스타킹을 . 

신고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으며 양산을 들었다 헤. 

어스타일은 전반적으로 단발을 하였고 년대에1930

는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스타일도 하였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신여성의 . 

패션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김활란의 패션은 인5

의 실존 인물 중 통치마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었

으며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한편 김활란은 신여성의 리더로서 여성계몽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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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 인물로 유행을 따랐지만 다른 실존 인물에 비

해 적극적인 양장착용을 하지는 않았다 년 도. 1929

쿄에서 열린 제 회 범태평양 회의에 한민족 대표단3

으로 참석했을 때 김활란은 미디 길이의 오른쪽으로 

여며지는 라운드 플랫칼라의 코트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으며 메리 제인 슈즈를 착용하였다 클로슈. 

와 클러치 핸드백 숄 등을 착용하여 전형적인 직선, 

적인 실루엣의 가르손느 스타일을 보여주었지만 이

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윤심덕의 가르손느 룩과는 

달리 단정하고 정숙한 이미지를 준다.

또한 년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찍은 흑백 사  1928

진에서 김활란은 셔츠와 스커트를 입고 있다 이는 . 

형 네크라인에 반소매 길이의 셋인 슬리브 셔츠로 V

오른쪽 가슴부위에서 단추로 여며지며 몸에 피트 되

지 않는 실루엣이다 액세서리로 손목시계를 착용하. 

였으며 단발을 하였다 이 의상 역시 여성적인 아름. 

다움보다는 단정함과 활동성을 추구한 기능성 스타

일이다. 

김활란은 서구 패션을 따랐지만 성적인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양장 착용이 아닌 단정하고 정숙한 가

르손느 룩과 기능성 의상을 착용했다 이는 최승희. , 

나혜석 윤심덕과 같은 실존 인물들의 예술적 성향, 

에 비해 교육자라는 보수적 성향의 직업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비행사 박경원  5. ( )朴敬元

박경원은 앞서 연구한 인과는 사뭇 다른 남성 직  4

업 분야에 과감히 뛰어든 여성으로 차별성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비행사 자격증을 딴 여성 비

행사로서 당시 남자들도 두려워하던 비행사의 꿈을 

이룬 여장부였다 박경원의 패션 사진 자료는 총 . 7

장으로 사진의 수는 적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 패

션에 있어서 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박경원의 . 

패션은 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철저한 직업의식

이 잘 표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여성미를 표출한 , 

특성으로 분류된다. 

남성비행사도 흔하지 않던 시절 박경원은 성의 장  

벽을 허물고 비행사의 꿈을 실현시킨 개척적인 신여

성이다 비행사로서 남자들과의 경쟁을 위해 박경원. 

은 매니시한 양복을 착용하였으며 직업에 충실함과 

자부심을 표현하기라도 한 듯 비행사 복장의 사진이 

남아있다 그 예로 년 일본 도쿄 요요기 연병장. 1928

에서 열린 비행 경기대회에서 등 입상 후 찍은 사3

진에서는 박경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매니

시한 남성 양복 셔츠를 입고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 

매고 테일러드 재킷을 입었으며 앞 주름이 풍성한 

양복바지를 입은 콤비타입을 하고 있다 허리에 벨. 

트를 매고 머리에는 페도라를 쓰고 긴 부츠를 착용

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진을 찍은 포즈 

역시 매우 자신감에 차있는 남성 스타일이다. 1926

년에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올인원 비행사 

복장으로 셔츠와 코트 또는 플랫 칼라의 점퍼를 입

고 고글이 달린 트레퍼 모자를 착용하였다. 

당당한 선도적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경쟁과 직업  

의식 표출을 위해 매니시룩을 착용한 것으로 사료되

며 이는 당시 혁신적인 패션 스타일로서 성의 영역

에 국한되지 않고 성의 한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자 

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년 우리나라 최초. 2008

의 우주인이자 국제적으로 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49

국제 정거장에 일간 체류한 이소연씨가 세기에11 21

도 당당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박경원의 활약은 매우 도전적이고 뛰어났다고 하겠

다.

한편 일에서는 철저히 직업적이었던 박경원도 평  

상복의 착용에 있어서는 당시 패션을 따르며 여성스

러운 의상들을 착용하였다 직업 이외의 상황에서는 .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하면서 패션으로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였다 중앙에 일자로 버튼이 . 

줄지어 장식되어 있는 원피스와 재킷 반 소매 길이, 

의 양장 원피스 라인 코트 몸에 피트되지 않는 , H- , 

직선적인 실루엣의 원피스 등을 입고 스타킹과 구두

를 착용하고 클로슈를 썼다.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몸에 피트 되지 않는 직선적인 

실루엣의 가르손느 스타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의. 

상들을 통해 박경원은 남성들과의 경쟁이 필요 없는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었으며 이는 

패션으로 표현이 되었다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의. 

상으로는 년대 해외 유행 경향인 가르손느 스1920

타일로 나타났다.



양정희 박혜원 / ․ 한국 모던 걸의 패션 스타일 연구

127

박경원의 패션에는 매니시함과 여성스러움의 상반  

된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매니시 스타일은 . 

다른 실존 인물의 패션에서는 보이지 않은 특성으로 

남성과 경쟁하는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상반된 스타일의 착용은 직업과 일상. 

Table 1.  Fashion content analysis of actual Modern Girl

Represent

ative

Modern 

Girl

Costume Accessories 
Hair &

Makeup
Case

Seung

-hui 

Choei 

(Total: 24)

Acceptance high fashion ◈ 

and  avant-garde artistic tastes

- Garçonne style

straight silhouette is not ․
highlighted in the chest

V neckline dress․
Pleats skirt․
Coat of various details ․
- Long and slim & elegance 

style 

Chest, waist line emphasizes ․
Puff sleeve blouse․
Long dress attached corsage․
Midi length dress  of puff ․
sleeves accented with shoulder 

pads

Cowl neckline blouse and H ․
line midi length skirt

Cloche․
Beret․
High heels․
Pumps․
Mary Jane Shoes․
Pearl necklace․
Watch ․
Scarf․
Stockings․
Clutch Handbag․
Wide Belt․

Bobbed hair ․
Eyebrows of ․
long crescent 

shape  

Must articulate ․
the eyes with 

eyeliner

Full lips․
Clear lips․

Bold exposure and fancy ◈ 

star fashion trend

Sleeveless dress․
Sleeveless shirt, Shot pants․
Fur coat․

Capeline․
Beret attached ․
fancy decoration

Facy cap․
Sandals․
Pumps․
Loafer․
Oxford․
Clutch handbag․
Shawl․
Stockings․
Gloves ․

Bobbed hair ․
Eyebrows of ․
long crescent 

shape   

Full lips․
Clear lips ․
Must articulate ․
the eyes with 

eyeliner

Red lip ․
makeup

생활 각 역할에 충실함이 패션으로서 잘 표현된 것

이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실존 인물의 패션 내용 분석은 다음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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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Represent
ative

Modern 
Girl

Costume Accessories 
Hair &
Makeup

Case

Hye
-seok 

Na

(Total: 8)

Tend to accept aggressive ◈
fashion
- Traditional hanbok
- Improved hanbok
White jeogori and black seamless ․
one-piece skirt
- Dual structure of costume
Western wedding veil with ․
traditional hanbok
Traditional hanbok+western coat․
- Garçonne style
straight silhouette․

Cloche․
Mary jane shoes․
Rubber shoes․
Fox-fur muffler  ․
Gloves․
Stockings․
Belt․
Glasses․
Necktie ․

Chignon ․
Bobbed hair ․
Dark eyebrow ․
makeup

Fashion utilized as an ◈
expression of consciousness
- Family life :traditional hanbok
and improved hanbok
White Jeogori and black ․
seamless one-piece skirt
- International travel and 
residence, work activity : 
Garçonne style
Ankle-length skirt․
Coat of simplicity and a straight ․
silhouette
Blouse+midi length skirt․
Round neckline dress․
Tailored jackets․
Shirt collar dress of  loose ․
silhouette 

Cloche․
Mary jane shoes․
Rubber shoes․
Fox-fur muffler  ․
 
Gloves․
Stockings․
Belt․
Glasses․
Necktie ․

Chignon ․
Bobbed hair ․
Dark eyebrow ․
makeup

 Sim
-deok 
Yoon 

(Total: 7)

Sensitive taste in fashion◈
- Seamless one-piece skirt style
Long jeogori and ankle-length ․
seamless one-piece skirt
- Garçonne style
Loose top and midi length skirt․
Ankle-length tubular dress ․
Circular cap sleeve dress of light ․
stuff
Three quarter length dress․
Straight chemise form․
Shawl collar fur coat․

High heels․
Stockings․
Necklace  ․
Fancy bracelet․

Chignon style․
Bobbed hair ․

Proper styling for T.P.O◈ 
- Seamless one-piece skirt style
- Garçonne style
- Practical style
Shirt, Knee-length wide pants ․

High heels․
Stockings․
Necklace․
Necktie․
Parasol․

Chignon style․
Bobbed h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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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Represent

ative

Modern 

Girl

Costume Accessories 
Hair &

Makeup
Case

Hwal

-ran 

Kim

(Total: 7)

Wear Seamless One-piece Skirt ◈

of Tradition and reformation

- Seamless One-piece Skirt Style

Jeogori and  Calf-length ․
Seamless One-piece Skirt

Improved Hanbok of top and ․
bottom same color

Mary jane shoes․
Stockings․
Watch․
Parasol․

Bobbed hair ․
All back ․
style

 

Wear western clothes of elite ◈

taste

- Garçonne style

Flat collar coat․
- Practical style

Set in sleeve shirt of elbow ․
length

Cloche․
Mary jane shoes․
Stockings․
Clutch handbag ․
Shawl ․
Watch․

Bobbed hair ․
All back ․
style

 

Kyung

-won

Park

(Total: 7)

expressed professionalism that's ◈

not limited gender

- Mannish style

Suit, Shirt, Tailored jackets, Suit ․
Pants 

- Pilot clothes

Shirt, Coat, Flat collar jumper․

Trapper․
Cloche․
Fedora․
Shoes․
Stockings ․
Belt․
Goggles․
Necktie․

Bobbed hair  ․

Expression of feminine beauty ◈

by fashion

- Garçonne style

Unfitted and strait silhouette ․
dress

Button decoration dress․
Elbow length dress․
Dress of round flat collar․

Cloche․
Shoes․
Stockings  ․

Bobbed hair․

영화 주인공의 패션 분석. Ⅳ

앞서 분석된 실존인물은 엘리트 계층의 신여성 위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 모던 걸을 세기에 . 21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후 재해석하여 표현된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모던 걸 패션의 사적연.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대적 개념과 비엘리트

계층이지만 직업적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나타난 모던 걸의 다양

한 직업의 여성 패션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다.

영화는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매체로서 패션 연구에 있어서 영화의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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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이다 영화의상은 인물의 성격을 확실히 보. 

여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와이드 스크린에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확실하

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 제작과 상영 시기의 시대적 . 

배경과 트렌드가 반영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

안해서 연구해야 하는 조심성이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 모던 걸의   

다양한 직업군을 볼 수 있는 영화 편을 선정하여 3

실존 인물의 모던 걸 패션 분석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였다. 

청연 의 비행사 박경원  1. < > ‘ ’ 

영화 청연 은 년 주 코리아 픽쳐스에서   < > 2005 ( ) 

제작한 윤종찬 감독의 작품이다 장진영 김주혁 유. , , 

민 한지민 등이 출연하였고 권유진과 쿠보타 카오, , 

루가 의상을 담당했으며 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14

에서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 

사로 기록된 박경원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로 

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1920-30 . 

영화 청연 의 여자주인공 박경원의 의상을 살펴  < >

보기 위해 총 장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청연 의 15 . < >

박경원의 패션은 실존 인물 박경원의 패션 특성과 

같이 남성성을 강조한 스타일과 여성성을 강조한 상

반된 특성이 나타났다. 

실존 인물 박경원의 패션 특성과 같이 영화 청  <

연 의 박경원의 패션에서도 비행사인 직업인으로서 >

남성성을 강조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매니시한 양복. 

과 비행사 복장인 점프수트 점퍼 등을 입었는데 남, 

성들과 경쟁하며 활동적인 훈련을 받는 직업의 특성

이 여성성이 배제된 의상착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

인다.

다양한 장면에서 스탠드 칼라의 블랙 재킷 흰색   , 

셔츠와 카키 컬러의 롱 코트 블랙 컬러의 코트 남, , 

성복의 셔츠 남자 양복 바지와 베스트 등의 매니시, 

한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목도리를 두르고 베레모를 , 

썼으며 써스펜더 허리 벨트 손목시계 등의 액세서, , 

리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였으며 초. 

반에는 스트레이트 단발을 하였고 이후에는 웨이브

진 단발을 하였다 메이크업은 색조 화장기가 없는 . 

자연스런 메이크업을 하였다.

비행사로서 박경원은 점프수트와 점퍼를 착용하였  

다 칼라 부분에 퍼 장식이 된 베이지 컬러의 점퍼. , 

상하의가 연결된 점프 수트 내피에 퍼 장식이 된 , ․
점퍼를 입었다 액세서리로는 스카프를 목의 옆으로 . 

매듭이 매어지게 착용하고 고글이 덧 씌어진 귀를 

덮는 트레퍼 모자를 쓰고 브라운 컬러의 백팩을 착

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 진 단발에 내추럴 . 

메이크업을 하였다.

한편 영화 청연 속 박경원은 극 중 연인이었던 < > 

한지혁과 데이트를 할 때와 파티 참석 시에는 엘레

강스한 롱 앤 슬림 룩을 착용하였다 비행사로서 남. 

성성을 표현했던 의상과는 상반된 스타일로서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상 착용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데이트 의상으로 칼라에 퍼 장식이 된 베이지 . 

컬러의 모직 코트 라운드 칼라의 블라우스와 싱글 , 

버튼 코트 케이프가 장식되어진 레드 컬러의 싱글 , 

버튼 코트 네이비 컬러의 원피스와 코트를 착용하, 

였다 전반적으로 블라우스와 스커트 원피스와 코. , 

트의 양장착용을 하였고 액세서리로는 클로슈와 클

러치 핸드백 구두를 착용하고 목걸이 귀걸이 등을 , ,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 진 단발과 핑거웨이브 . 

단발을 하고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와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의 입술 화장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연인과 . 

데이트 할 때 박경원의 패션은 사랑 받는 여성으로

서 로맨틱함과 우아함이 표현된 의상을 착용하였다.  

비행대회에서 우승 후 열린 파티 참석 시 의상과 

장거리 비행을 위한 모금회 자리에서의 의상에서는 

로맨틱했던 데이트 의상과는 달리 노출이 있는 드레

스를 착용하여 섹시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

었다 형태는 허리선이 높고 길이가 긴 드레스로 네. 

크라인이 형으로 깊게 파여져 가슴라인이 노출된 V

형태였다 여기에 꽃 모양의 브로치 목걸이 등으로 . , 

네크라인을 장식하여 노출된 가슴라인을 보완하였으

며 절개된 여러 폭의 연결로 이루어진 숄을 두르고 

얇은 벨트로 허리선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액세서리는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였고 

헤어스타일은 핑거웨이브 단발을 하였다 메이크업. 

은 자연스러운 피부 톤에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

와 얇은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하였으며 붉은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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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또렷하게 표현하였다 파티라. 

는 상황의 특성에 맞게 가슴라인이 노출된 드레스로

서 여성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엘레강스한 롱 앤 슬

림 룩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화 청연 박경원의 패션은 남성성을   < > 

강조한 매니시 스타일과 여성성을 강조한 스타일이 

나타나 실존 인물 박경원의 패션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실존 인물 박경원이 가르손느 . 

룩으로 여성성을 표현한 반면 영화 청연 의 박경< >

원은 롱 앤 슬림 룩과 가슴라인이 노출된 섹시한 드

레스로 여성성을 강조한 차이가 있다 이는 영화라. 

는 특성상 감독의 의견과 당시 트렌드가 반영되어 

재해석이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던보이 의 댄서 조난실  2. < > ‘ ’ 

영화 모던보이 는 년 정지우 감독의 작품으  < > 2008

로 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의 공동제작이KnJ

다 이지민의 장편소설 모던보이 망하거나 죽지 . < : 

않고 살 수 있겠니 를 원작으로 하며 박해일 김혜> , 

수 김남길 등이 출연했다 조상경이 의상을 담담하, . 

였고 제 회 부일 영화상에서 미술상과 제 회 18 28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년 일제 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으며 1937

사랑을 위해 시대와 맞선 모던보이에 관한 내용이

다. 

영화 모던보이 의 여자주인공 조난실의 의상을   < >

살펴보기 위해 총 장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조난10 . 

실의 패션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조난실의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과 당시 유행에 충실한 특성으

로 분류된다. 

영화 모던보이 의 조난실은 댄서라는 직업 이외  < >

에 의상실 점원 가수의 목소리 대역 독립운동가라, , 

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로 각 직업적 특성에 적

절한 의상 착용을 하였다 의상실 점원으로서 조난. 

실은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를 짧게 매고 있으며 미

디 길이의 라인 블랙 컬러 스커트를 입었다 메리H . 

제인 힐을 신고 있으며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고 

있다 목소리 대역 가수로서 조난실은 엘레강스한 . 

롱 앤 슬림 룩을 착용하였다 하이 웨이스트의 그린 . 

컬러 드레스 레이스 케이프 장식의 레드 컬러의 드, 

레스를 착용하였다 액세서리는 장갑을 끼고 클로슈. 

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고 메이크업. 

은 얇고 가는 눈썹에 붉은 입술 또는 핑크 컬러의 

입술을 하였다 독립운동가로서 조난실은 케이프가 . 

어깨에 둘러진 블랙 컬러의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의상실 점원과 가수로서 여성스러운 모습과는 상반

된 중성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의상을 착용

하였다. 

영화 모던보이 의 조난실은 가르손느 스타일과   < >

롱 앤 슬림 스타일 매니시 스타일의 다양한 의상을 , 

착용했다 가르손느 스타일로는 직선적인 실루엣의 . 

로우웨이스트 의상들을 착용했는데 몸에 피트 되지 

않는 원피스를 주로 착용했다 여기에 클로슈를 착. 

용하였으며 구두를 신고 목걸이 장식을 하였다 롱 . 

앤 슬림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는 블랙 컬러의 양장

을 착용하였다 팔꿈치 소매 길이의 비치는 얇은 소. 

재의 원피스로 의복의 옆 라인은 일렬로 부착된 싸

개 단추로 여밈이 되어 있고 네크라인과 앞 중심은 

베이지 컬러의 프릴 장식이 된 리본으로 묶어 장식

하였다 액세서리는 레이스 장갑을 착용하고 클로슈. 

를 쓰고 하이힐을 신었다 매니시 스타일은 셔츠. , 

넥타이 베스트 바지 재킷의 남성 양복을 입고 페, , , 

도라와 구두를 착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 

고 메이크업은 얇고 가는 눈썹에 붉은 입술 또는 핑

크 컬러의 입술을 하였다.

년대 유행 경향인 가르손느 스타일과 롱   1920-30

앤 슬림 스타일의 착용은 댄서와 가수의 예술적 성

향과 의상실 점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한 패션에 민감

하고 충실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 

매니시 스타일의 의상도 착용했는데 이 또한 의상실 

점원으로서 남성 패션과 밀접했던 영향과 독립운동 

단체의 수장이라는 특성상 성의 영역에 국한 되지 

않은 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화 모던 보이 의 조난실의 패션은 다양한 직  < >

업을 가졌던 인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그 직

업의 특성으로 인한 유행에 민감함이 다양한 스타일

로서 나타났다 이 다양한 스타일은 영화의 배경이 . 

되는 시대적 상황과 패션 경향이 반영이 된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스타일들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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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가 반영된 것이며 주인공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

해 이와 같이 스타일링 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듸오 데이즈 의 재즈가수 마리  3. < > ‘ ’ 

영화 라듸오 데이즈 는 년 하기호 감독의   < > 2008

작품으로 싸이더스 제작이다 류승범 이종혁FNH . , , 

김사랑 등이 출연하였고 윤미라가 의상을 담당하였

으며 년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1930

고 있다 영화 라듸오 데이즈 의 여자주인공 마리. < >

의 의상을 살펴보기 위해 총 장의 사진을 수집하였8

다 마리의 패션은 대중스타로서 화려한 특성과 로. 

맨틱한 패션으로 분류된다. 

재즈가수로서 마리는 당시 유행했던 가르손느 스  

타일과 롱 앤 슬림 스타일을 화려하게 착용하였다. 

가르손느 스타일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로

우 웨이스트의 원피스를 많이 착용했다 이는 슬리. 

브리스 형태와 롱 슬리브 형태로 나타났는데 의복에 

비즈 장식을 하거나 네크라인과 허리선에서 의복의 

소재와 브로치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액. 

Table 2.  Fashion content analysis of Modern Girl in the film

Film 

Heroine
Costume Accessories 

Hair &

Makeup
Case

<Blue 

Swallo> 

Kyung-

won Park

(Total: 

15)

Faithful representation of ◈

masculinity as professional

-  Mannish style

Shirt, Suit Pants, Vest․
Boxy long coat․
- Pilot clothes

Fur Jumper, Jump suit․

Muffler․
Trapper․
Beret․
Backpack․
Suspender․
Belt ․
Watch․
Scarf․

Bobbed hair  ․
Wave bobbed ․

hair 

Finger wave  ․
Bobbed hair 

Natural makeup․

Femininity highlighted in ◈

sexy fashion

- Long and slim style

Tie waist coat․
Single-button wool coat․
Navy colored dress․
- Sexy style

V neckline dress․
Exposed breast line․

Beret․
Cloche․
Watch․
Pearl Necklace ․
Pearl Earing․
High heels․
Clutch Handbag․

Wave bobbed ․
Hair 

Finger wave  ․
Bobbed hair 

Natural skin ․
tone

Eyebrow of ․
brown Color

Thin eye -line ․
Mascara․
Red lipstick․

세서리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 장갑 카플린 클로, , , 

슈를 착용하고 양산을 들었다.  

롱 앤 슬림 스타일은 몸에 피트 되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착용했는데 허벅지 라인까지 피트되어지다 

허벅지 아래 부분은 플레어지는 형태였다 또한 몸. 

에 피트되는 형 네크라인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V

입었는데 허벅지 라인 아래로 레이스 장식이 덧 되

어졌다 액세서리는 하이힐을 신고 목걸이를 착용하. 

고 클러치 핸드백을 들었다 헤어스타일은 핑거웨이. 

브 업스타일을 하고 메이크업은 짙은 눈썹과 아이라

인을 하고 핑크 컬러의 입술 메이크업을 하였다.

한편 마리의 의상은 다양한 색상들과 디테일들로 

로맨틱하게 표현되었다 파스텔 계열의 핑크 블루. , , 

옐로우 퍼플 색상의 의상들은 사랑스럽게 표현되었, 

고 자수와 레이스 장식 꽃무늬 프린트들은 로맨틱, 

한 이미지를 주었다 또한 속이 비치는 얇은 쉬폰 . 

소재의 의상들은 여성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을 더하였

다 다양한 진주 액세서리와 꽃 장식의 클로슈 레. , 

이스 양산 등은 로맨틱함을 나타내었고 헤어스타일

도 핑거웨이브의 업스타일을 하여 당시 단발이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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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던 상황에서 여성스럽게 표현되었다 메이크업 . 

역시 짙은 눈썹 아이라인과 함께 핑크 색상의 색조, 

화장을 하였다. 

영화 라듸오 데이즈 의 마리 패션은 화려한 비  < >

즈 장식의 가르손느 룩과 롱 앤 슬림 룩으로 표현되

었고 이 의상들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과 레이스 자, 

수 꽃무늬 장식 등으로 로맨틱하게 표현되었다 이, . 

는 재즈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화려한 모습과 사랑

Table 2. Continued

Film 

Heroine
Costume Accessories 

Hair &

Makeup
Case

<Modern 

Boy>

 

Nan

-sil 

Jo 

 

(Total: 10)

Faithful fashion director on ◈

the job

- Dressing room clerk: shirt, 

tie, H line midi length skirt

- Singer: green color long 

dress

-Fighter for independence: 

cape decoration trench 

coat

Cloche․
Mary jane shoes․
High heels․
Gloves ․
Necklace ․
Necklace․

Bobbed hair․
Thin eyebrow․
Clear eye-line․

Trendy clothes and beauty ◈

director

- Garçonne style

Low-waist dress․
straight silhouette.․
- Long and slim style

green color long dress․
H line skirt of midi length․
- Mannish style

Shirt, Vest, Suit pants, Jacket․

Cloche․
Fedora․
Mary jane shoes․
High heels․
Mans Shoes․
Lace Gloves․
Necklace․
Necklace․

Bob cut bobbed ․
Hair 

Thin eyebrow․
Clear eye-line․
Red, pink color ․

Lip makeup

<Radio 

Days> 

Mary 

 

(Total: 8)

Fancy fashion trends as ◈

popular star

- Garçonne style

Low-waist dress․
straight silhouette.․
- Long and slim style

Fitted sleeveless dress․

Cloche․
Capeline․
High heels․
Pearl necklace․
Earing․
Clutch handbag․
Lace gloves․
Parasol․

Finger wave  ․
Up-style

Dark eyebrow․
Dark eye-line․
Pink color lip  ․

Expression of romantic ◈

femininity

Pastel colors, lace dress, ․
Embroidered dress, Floral 

print

Cloche․
High heels․
Pearl necklace․
Earing․
Clutch handbag․
Lace gloves․
Parasol․

Finger wave  ․
Up-style

Dark eyebrow․
Dark eye-line․
Pink color lip  ․

받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 표현으로 생각된다 특히 . 

업스타일 헤어와 의상을 로맨틱하게 표현한 것은 영

화 제작 당시의 트렌드와 감독의 의견이 반영된 재

해석으로 사료되며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영화 주인공의 패션 내용 분석은 다음   

와 같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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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알파 걸의 시작으로서 여성의   

의식과 패션의 유행을 선도한 모던 걸의 패션을 연

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업에서 모, 

던 걸로 주목받은 실존 인물들과 영화 속에서 재해

석되어 표현된 모던 걸 주인공들의 패션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년대 서구 여성 패션은 여성의 사회진출  1920-30

과 남성과의 경쟁을 위한 가르손느 룩과 경제 불황

에 의한 실용적이고 성숙한 롱 앤 슬림 룩이 유행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유행을 받아들인 . 

양장 착용을 하였으며 한편으론 전통복식의 개량화, 

가 이루어져 개량 한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실존 인물의 패션에서 최승희는 당시 첨단 유행을   

잘 수용 하여 패션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패

션 있어서 아방가르드한 예술적 취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광고 모델로서는 과감한 노출을 시도하였으며 

모피착용으로 화려한 스타 패션 경향을 나타내었다. 

나혜석은 전통한복 개량한복 우리 옷과 양장의 혼, , 

용 양장 등 다양한 스타일을 착용하여 적극적인 패, 

션 수용의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생활과 사회 활동에 

있어 의복의 차이를 주어 상황에 충실함과 적극성의 

의식을 표현하였다 윤심덕은 대중스타로서 유행에 . 

민감한 경향과 적극적인 패션 수용을 보였으며 

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의상 스타일링을 연T.P.O

출하였다 김활란은 전통과 개혁의 상징인 개량한복. 

의 통치마를 전반적으로 착용하였고 정숙하고 단정

한 이미지의 양장착용을 보였다 박경원은 직업에 . 

충실함과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매니시한 양복과 

비행사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직업 이외의 상황에서, 

는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의상으로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였다.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청연 의 박경원은 직업에   < >

있어 남성과 동등한 역할 수행과 직업의 충실함을 

위해 매니시한 의상과 비행사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직업 이외의 상황에서는 노출이 있는 섹시한 의상 

등으로 여성성을 강조했다 모던 보이 의 조난실은 . < >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의 특성과 직업의 충실함을 

패션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당시 유행에 민감하고 충

실한 특성을 표현하였다 라듸오 데이즈 의 마리는 . < >

대중스타로서 유행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며 화려한 

패션을 착용하였고 의상의 색상과 디테일로 로맨틱

한 패션을 연출하였다. 

한국 모던 걸 패션은 현대 복식으로 이행하는 과  

도기적 시대에 우리 전통 스타일과 서구 유행 스타

일을 절충하고 서양 패션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패션

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한국 모던 걸은 패션으로 . 

자신의 의식을 표현했으며 직업적 성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에 적절한 패션 스타일링을 했던 패션 T.P.O

리더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화 주인공 의상을 . 

통해 당시 모던 걸의 패션 유행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당시 패션 경향과는 다른 특성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던 걸 패션을 세기에 적용하기, 21

에 유용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모던 걸 패션   

스타일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적 패션 아이콘으로서 문화 콘텐츠로 ,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물이 아닌 사진자료 분  

석에 의존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국의 대표. 

적 모던 걸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총 인으로 제5

한되었고 컬러사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흑백 사

진을 분석하였기에 색채 연구는 제한되었다 앞으로 . 

모던 걸 패션의 미적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모던 걸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 연출한 후속연구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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