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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aim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festyle and fashion trend of Korea in 1954 and 
1955, a period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study examined “The Journey of Duty”, which 
was a color slide film of Seoul and Suwon made by a US soldier stationed in Korea during that 
time,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The films are assumed to be outcomes of the US Army want-
ing to record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study was able to use 110 of the slides to examine 
the fashion trend of the times. There are three noticeable trends shown on “The Journey of du-
ty”. Koreans in western clothes, women wearing work pants called Momppae, and black color be-
ing in fashion. Most of the men and the children either wore only western clothes or western 
clothes with the Hanbok. But women rarely wore western-style clothing, such as blouse with skirt. 
They usually wore Hanbok or wore reformed Hanbok. The work pants, Momppae, becoming an 
everyday wear is the most unique finding from the slides. Women either wore just the pants or 
over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Black-colored clothes were in fashion. This color first spread af-
ter the Costume Reform Movement in the 1920s’ and the prohibition of white robe. The wearing 
of white clothes did increase after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as national spirit was promoted. 
However, many people still wore black due to economic reasons, as we as practical reasons. So 
the Korean fashion in 1954-1955 was in a transition period, as people were beginning to change 
their daily wears from traditional Korean costumes to western-styled clothes. The reasons for this 
change could be attributed to people only having access to western goods, as well as their aware-
ness of western-styled clothes being more practical.

Key words: Momppae(몸뻬), Korean fashion trends(한국패션), The Korean War(한국전쟁), 
U.S. Army’s photos(미군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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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3년이 넘게 지속된 전쟁으로 많은 인명

과 물적 피해를 남긴 한국사회전반의 근간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후(戰後), 조속한 재건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

체성을 구성해야했던 시기로 전통과 근대가 치열하

게 대립하고 경합하였던 용광로 같은 시기이다(Kim,

2006).

이 시기의 한국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의상학쪽

에서 Yoo(1988), Park(1993), Park & Kang(1994),

Yoo(1996), Kim, Kim, & Choi(2005), Yoon(2011)

등이 있는데, G.I.문화로 대변되는 미국문화와 구호품

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양장착용이 가속화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전반적인 한국복식문화

의 발달은 둔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Yoon

(2011)는 전쟁 당시 몸뻬가 전시복으로 착용이 장려

되었다는 것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가담해야

했던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 노동복으로

착용했고 이후 적극 수용되었음을 밝혔다. 인문사회

과학계에서도 근대성과 관련하여 의복변천 혹은 한

복개량운동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었다. Kim(2007)

은 “해방이후 1960년대 초까지 여성의복 변천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를 포스트 식민주의적 정체

성의 정치”라는 관점이라고 보았으며 Kim(2009)은

1950년대 “신생활운동을 전후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근대화 운동으로 소비통제적인 가정개량운

동”으로 보았다. 의복간소화와 국산품애용, 한복개량

과 양장의 상용화 등 전후 물자부족의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서구적 풍조가 확산되는 것

은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이는 여성복식에 한정된 매

우 성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6.25전후의 한국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넓게는 개항이후, 좁게는 해방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다각적인 측면

에서 심층화되고 세분화된 주제의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지만, 아직 시작단계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큰 구조(big structure)”

로부터 “작은 이야기들(small narrative)”을 조망

(Scott, 1978) 하는 작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

름이며, 시대라는 씨줄을 관통할 심층적이고 정교하

게 분석되어 각론화 된 날줄을 꼬아 직조한 시대상

이라는 큰 그림을 촘촘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Hahm, 2006).

한국전쟁과 전후를 기록한 대표적인 매체는 사진이

다.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David Douglas Duncan)

처럼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사진부터 군 사진

병, 종군 기자, 아마추어의 사진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

다. 특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전쟁에 관련한 사진은 수십만 장에 이른다고 하는데

(Kim, 2011) 당시 군의 활동과 민중의 생활상, 전후

환경과 재건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사료이나 국내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근래 미국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6.25전쟁 연구비용을 대폭 삭감

해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기

록 자료의 발굴과 확보가 시급하다(Lee, 2015). 한국

전쟁기록사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Kim(2005, 2010,

2011), Park(2011), Park & Min(2011), Kang &

Jung(2014) 등이 있다. Kim(2005, 2010, 2011)과

Park(2011), Park & Min(2011)은 기록사진을 통해

조명하는 한국전쟁 및 전후 생활상에 관한 연구 및

재현과정, 방법을 분석하였는데 혼혈인, 양공주, 여성

등 전쟁으로 인해 생성된 사회적 약자가 재현된 모

습을 대상으로 하였다. Kang & Jung(2014)은 한국

전쟁에서 활약한 기록한 미군 사진병(military pho-

tographer)과 그들의 시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미군

사진병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규명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전쟁 및 전후 상

황을 기록한 사진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방대한 자

료의 양에 비해 매우 적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

한 복식문화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규정하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촬영한 것으

로 보이는 사진기록자료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중심으로 6.25전쟁 직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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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복식문화와 당시의 생활상을 신문기사 및 선행연

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하

는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신문기사는 1950년부

터 1955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일보의 기사를 ‘의복’,

‘한복’, ‘양장’, ‘의상’, ‘복장’, ‘옷감’, ‘구호물자’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선별한 142건을 분석하였다.1) 기

타 사진자료는 조선일보 사진 DB 81컷을 포함한 총

300여점을 활용하였다.

Ⅱ.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와 미군기록사진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는 민

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공개 자료2)로, 슬라이드필름

418개, 흑백필름 1롤(16컷의 사진), 각 필름 컷에 대

한 설명자료3)가 포함되어 있었다. 필름과 설명지가

1) 검색기간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상세검색을 검색엔진으로 활용하였다. htt

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Details.nhn

2)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께서

코베이(Kobay) ‘삶의 흔적 경매’를 통해 2013년 6월경

에 입수한 자료이다.

3) 설명자료는 2가지 형태로 있었는데 초기 6개의 필름의

번호와 제목이 적힌 6장과(magazine no.1부터 no.6까지

번호가 매겨졌음) A4사이즈 종이에 마운트(mount)작

업(필름 한 컷씩 잘라 틀에 끼우는 작업)이 된 필름

번호와 제목이 적힌 14장이었다. 자료의 형태가 2가지

인 이유는, 임무초기에 슬라이드 필름 1롤당 36컷씩 순

담긴 철제 상자 앞면에 ‘KOREA 1954~55’라 명시되

어 있고 A4용지 크기의 설명자료 상단에 붉은 글씨

로 “Korean Tour of Duty_April 1, 1954-”4)라고 적

혀있어 미군이 6.25전쟁 직후, 한국 상황을 기록한

특정임무자료로 추정된다<Fig.1>. 슬라이드 필름에는

1번부터 417번까지 고유번호가 있었는데 366번이 중

복되어 총 418컷이었다. 각 컷의 고유번호는 설명 자

료의 내용과 교차비교하며 정리하였는데 지역, 기관

명, 이름, 직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

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한 자가 미 8군에 소속

된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본인을 ‘Me’

또는 ‘I’로 표기해 이름은 알 수 없었다<Fig. 2>.

미군에 의해 남겨진 한국전쟁사진은 발발 직후 인

1950년 6월 28일, 급파된 맥아더 미군 총사령관 직속

미 육군 71통신대 A중대(사진부대)소속 사진병 3명

(Kim, 2013)5)과 국내에 주둔한주한 미 군사고문단

(KMAG)소속 윈슬로(F. J. Winslow)중위 등 미군 4

서대로 기록정리를 하다가 마운트작업을 하면서 A4용

지에 다시 정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의 제목인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는 설명자료 상단에 적혀있던 “Korean Tour

of Duty_April 1, 1954”와 슬라이드 필름 상자 앞면에

적혀 있던 “KOREA 1954~55”를 조합하였다.

5)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급파된 미 육군 71통신대 A

중대(사진부대) 소속 사진병 3명은 찰스 턴불(Charles

R. Turnbull)병장과 로널드 핸콕(Ronald L. Hancock)

일병, 로버트 댄젤(Robert Dangel)상병이었다.(Kim,

2013)

<Fig. 1> A slide Film box of

‘The Journey of Duty Korea in

1954~55“ & its contents

(photography by researcher)

<Fig. 2> No. 123. Son, Lee + M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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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전쟁초반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은 전쟁역전, 군사적 승리와

적지 점령 및 군사, 민사활동을 기록을 위하여 미8군

과 각 군단, 사단 예하에 사진부대를 조직하였고, 10

월 중순 176통신사진중대가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

였고 71통신대 A중대는 전략적 사진 활동에 집중하

였다. 수복, 점령지구 및 주요 전투 지역에서 영상팀

활동이 강화되었고 스틸사진가와 함께 영상카메라맨

이 동행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사진부대의

조직은 <Table. 1>과 같다(Kang & Jung, 2014).

사진병들이 남긴 사진은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산일, 공보발간일, 생산기관, 생산자, 생산기관 분

류번호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인화되지 않은 필름형태였

기 때문에 현재 미국 NARA에 보관되어있는 자료의

형태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1953년 휴전이후, 미8군은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

고 8월 용산기지로 이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데(U.S. Army & Yongsan base, n.d.) 본 자료를 촬

영한 사진병은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동경로나 부대

GHQ-FEC Signal Section

Photographic Division

Still Picture Branch Laboratory Branch Motion Picture Branch

assigned

Photographic Section,

A Co., 71st Sig. Svc. Bn

Still Picture Team Motion Picture Team

<Table 1> The Organization of the US Army Signal Corps Photo Unit

<Fig. 3> No. 152. Koreans in Typical Dres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b)

<Fig. 4> No. 301. Typical Korean Dres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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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으로 보아 용산기지에 적(籍)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슬라이드 필름은 이동경로의 순으

로 정리하였고, 캘리포니아(미국)-하와이(미국)-도쿄

(일본)-에타지마섬(일본)-인천(한국)-서울(한국) 등

의 순서로6)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선

서울과 인천 외 수원, 부산 등지를 촬영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은 서울역부근, 영등포, 을지로, 남대문, 용

산, 명동 등에서 미8군 부대건설 및 관련 시설, 시민

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당시의 복식문화

를 확인할 수 있던 사진은 110컷이었다. <Fig. 3, 4>

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은 바지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한국인의 전형적인(Typical) 복식으로 인식

하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들이 외부에서

한국복식문화를 바라보는 타자성을 성찰해 볼 수 있

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사회적
배경 및 한국복식문화

1950년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6.25전쟁과 미국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또한 공보처 통계국이 제시하고 있는 6.25사변

종합피해조사표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총 피해액은

4,106억 환으로 1953년 국민소득 2,450억 환의 1.7배

에 달할 만큼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물적 피해는 일반주택 및 학교 피

해여서 일반 대중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기반의 경우, 제조업의 건물과 시설피해는 40~

50%의 피해율을 보이는데 이중 80%가 방직공업분

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면방직이 전체의 73.2%

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서

울(43%), 경상도(25%), 경기(9.7%)지역으로 전체

피해지역의 약 80%에 달하였다.(Kang, 2002) 이와

관련한 당시의 자료를 보면, 1950년 11월 7일자

Dongailbo(1950)에

“상공부와 경헙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보면 6.25사변을

6) 총 418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국외지역을 촬영한 것은

54컷이고 나머지. 364컷은 국내에서 촬영하였다.

계기로 한 공비들의 남침은 남한공업시설에 물경 76

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엇다고 한다. 이

를 업종별로 대빌하면 섬유화학기계공업 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각 업종별 피해상황은 섬유 627억,

화학 8억 기계 53억이라고 한다.”(‘6 billion won da
mage only in a textile industry’, 1950)

기록되어 있어 당시 남한공업시설 피해의 약 82.5%

의 해당하는 피해를 섬유공장에서 발생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는 유엔군을 포함한 한국군 776,360명이며,

일반인의 인명피해는 990,968명에 달하였다(Hahm,

2005).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이 생겼고

5만 9천명이 전쟁고아가 되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

의 수는 1952년 29만 3,852명이었는데 이중 전쟁으로

인한 수는 10만 1,845명이다. 특히 20~34살 남성들

이 집중적으로 사망하여 당시 15세~29세 여성 가운

데 사별한 미망인의 비율증가 한국전쟁 전 6%에서

1955년 16.1%로 급증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전

쟁참전으로 인한 가정 내 가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남편의 사망으로 미망인이 수가 급증하자, 이는 곧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로 이어졌다. 전쟁전인 194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28.4%에 불과했으나 1951년

에는 63.7%, 1952년에는 58.4%로 전쟁으로 인한 여

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Ahn,

2011) 이는 휴전 후에도 전체 직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5%이상으로 나타나(Lee, 2003) 여성

들의 사회활동이 전쟁을 계기로 높은 비율로 지속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물적, 인적으로 참혹한 피해

를 야기하였으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

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와 구호물

자,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유입된 미국의 대중문화

는 한국의 1950년대를 “G.I.문화”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Park, 1993; Park & Kang, 1994).

1945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이 해외로부터 받은 원

조는 약 26억 9천만 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차지하

는 비율은 95%이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GNP

의 14.3%, 전체 세입의 40.5%로 한국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다(Park, 2010). 이러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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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경제안정 및 정치군사적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었다. 전쟁기간 기간 동안에도 ECA원조 및

UN원조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장을 복구하였

는데 1. 전쟁수행상 긴급공업, 2. 생활필수품공업, 3.

기초공업, 4. 수출공업, 5. 기타 공업의 순이었다. 섬

유방직산업은 당시 최우선순위로 복구가 이루어졌으

며 1954년 정도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

(‘Reconstruction of Korea'’, 1954)되었다. 섬유방직산

업의 빠른 회복은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주도된 생활개선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개선운동의 주요한 목적은 의

생활 간소화와 국산품애용에 있었고, 의생활 간소화

를 위한 주요한 방법은 옷감 절약이었다. 옷감의 절

약으로 전후 물자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Kim, 2009)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

는데 같은 이유로 당시 기반산업이었던 섬유방직산

업의 복구가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의 복식문화는 6.25전쟁의 경험,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생활개선운동과 사회

ㆍ경제적 혼란을 틈타 유입된 밀수품과 구호물자, 미

군의 한국주둔으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미국물품 및

대중문화 등 국내외의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한복과

양장, 전통과 근대, 서구와 비서구적인 것이 경쟁하

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주도의 생활개선운

동은 194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생활운동, 1951년

전시생활개선법 공포, 1952년 전시국민복 제정, 1954

년 국민생활 간소화운동, 1955년 국민생활검소화운동

및 국민내핍생활 강조주간, 1956년 신생활운동의 순

으로 이어진다. 이 생활개선운동은 주로 소비통제를

통한 국민생활 간소화 및 검소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의생활 분야는 복장의 간소화, 몸뻬 착용, 국

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사치품을 배격하였다. 복장의

간소화는 남성복의 경우, 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소매,

짧은 바지 등의 착용을 장려하였고 여성의 경우 깃

이나 동정을 달지 않은 적삼에 치마 길이가 짧은 통

치마 착용을 간이복으로 제정, 장려하였다. 전쟁기간

중엔 몸뻬 및 전시국민복과 활동복을 제정하여 착용

을 장려하였고 전쟁 후에는 국민생활복, 새 생활복,

국민복, 표준 간소복이라는 이름으로 검소한 복장발

표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양장과 함께 한복의 활동성

및 간편함, 실용적인 것을 목적에 둔 개량한복이었다

(Kim et al, 2005). 이러한 복장의 간소화는 옷감을

절약하고(‘Old leaders', 1955) 소비를 통제하여 물자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국산품

애용과 사치품의 배격 역시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장려 정책이었고 전쟁기간동안엔 사치품 단속과 배

격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쟁 이후엔 사치품 단속을

하면서 국상품 장려에 힘을 썼다. 당시의 사치품은

대부분 밀수품이거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미국상

품들이었는데 외국산 옷감 및 모피, 귀금속 등 이었

다. 밀수품은 해방이후 전쟁을 거치며 절대적인 의류

물자 궁핍과 국내산 직물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없었던 것으로(Yoo, 1988) 유입된 이후 꾸준

히 밀수품과 수입품 애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952년 8월, 전시생활시행령을 공포하여 외국산 옷감

등을 일절 착용금지 시켰는데, 금지품목에는 외국산

옷감를 비롯하여, 모자, 양산, 핸드백 및 식음료품,

화장품, 기호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금,

백금, 14K금 이상으로 만든 가락지, 귀걸이, 팔찌, 비

녀 등이 착용금지 되었고 의류품으로는 양단, 벨벳,

하부다이, 레이스, 죠세드(georgette), 나일론으로 된

의류 등이 있었다(‘Promulgation war time , 1954).

나일론은 전쟁기간과 전후에도 사치품으로 볼 것인

지 필수품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Is Nylon’, 1954) 1953년 일본으로부터 처음 수입되

었고(Yoo, 1988) 1954년 상공부에서 비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정식 수입을 허가하였다. 다음해인 1955년,

나일론을 비롯한 인조, 합성섬유의 대대적인 광고와

보급은 이후 한국복식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입품, 밀수품과 더불어 1950년대 한국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구호물자이다. 전쟁구호물자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0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이 조직을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UNICEF), 적십자사, 세계교회봉사단,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및 민간단체가 식료품,

의류, 의약품 등 다양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는데

1956년까지 약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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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고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공되었다.

(Reconstruction and economic aid, n.d.) 1950년 10

월 21일,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가결된 한국구제재

건계획 8대원칙(‘U.N. Approval of 8 plans’, 1950)의

제일우선권은 한국인의 식량, 의복, 주택, 급전염병

방지에 두고 있어 구호물자의 상당부분이 의류물품

이었다. 1950년 말부터 유입된 구호물자(‘Reliefs’,

1950)는 궁핍했던 전쟁피난민들에겐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1950년부터 55년까지 구호물자

의 도착과 지원규모 등을 기사로 알리거나 재생해서

입는 방법에 관한 글이 자주 소개되었다.

Ⅳ. The Journey of duty에서 보이는
1954~55년 한국 복식문화의 특징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에

서 보이는 당시의 복식문화는 전통복식과 서양복의

혼재, 여성들의 바지-몸뻬 착용 증가, 검정색 옷의

유행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전통복식과 서양복의 혼재

양상은 성별과 나이, 지역 차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

을 보였다.

<Fig. 5> No. 294, Hardware Stor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d)

<Fig. 5>은 서울의 어느 거리를 포착한 모습으로

당시 복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젊은 남

자들은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

자들의 양복착용은 1895년 공식적으로 착용이 허용

(‘Western clothes’, 1895)된 이래 양복착용이 근대화

에의 동참과 사회의 엘리트임을 상징하는 자연스러

운 수용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비교적 용이하였는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Kim, 2007). 이 시기 남성복식은 마카오복지 등 외

국산 복지로 만든 사치품 단속, 복장의 간소화, 미국

군수물자 및 전쟁 때 착용한 군복착용금지, 구호물자

보급으로 인한 서양복 착용 확대 등이 특징적이다.

마카오 복지와 같은 수입옷감은 해방이후 방직공장

을 운영하던 일본인 자본가의 귀국으로 인한 기술인

력 부족 및 원면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생

산 감소와 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한 절대적 물자부족으로 인해 수입․밀수 될 수밖

에 없었다(Kim, 2007). 당시 마카오복지로 만든 양복

은 국산품보다 2~3배 높은 가격7)에도 불구하고 인

기와 수요가 많았는데 정부와 언론은 이를 사치품으

로 간주하였고 전쟁기간동안 착용을 금지8)하였지만

같은 시기 일반인의 군복착용단속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마카오 신사들이 많아지는 시대적 아이러니

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급수입옷

감으로 만든 양복을 입은 사람은 일부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간소화된 옷을 입

거나 구호물자, 혹은 전쟁기간동안 보급 받은 군복을

입었다. 간소화된 남성복의 형태는 1950년 4월 ‘내핍

생활개선안’, 1955년 7월 ‘국민생활간소화’란 이름으

로 여름에 노타이 반소매셔츠를 권장되었고 춘추ㆍ

동복으로 ‘국민복’<Fig. 7>착용을 권유하였다. <Fig.

6>는 고아원 원장인 Mr. Lim을 촬영한 사진인데 배

추가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기(Chinese cabbage,

n.d.)와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차림으로 보아

6월에서 9월 사이로 추정되며 당시 장려되었던 노타

7) “汜濫한日用雜貨 消費大衆 엔 畵中之餠", 1948. 9. 5.

Dongailbo

“국내산 모직으로 만든 것도 일만 오천원부터 이만원

정도 좀 더 사치품을 취하자면 마카오지로서 삼만원부

터 오, 육만원대라는 실로 엄청난 가격이다.”

8) “戰時生活衣裝決定”, 1952. 2. 27. The Kyunghyang

Shinmun

“그리고 정부가 수입을 허가지 아니한 옷감으로 된 견

직물 가령 뉴톤, 하부다이, 양단, 레스, 벤벌트와 모직

물인 마카오 양복지로 된 양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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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소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남성들의 군복차림은 1945년 해방이후 미군

의 주군과 함께 유입된 미군물자 및 구호물품과 더

불어 전쟁기간 동안 군인들에게 보급된 군복이 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착용되면서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이 어려워 사회적인 이슈를 낳았다. 1950년대 치

안유지와 군작전상의 중대한 이유로 국군은 헌병대

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는데 단속대상에

는 국군의 군복과 미군제품, 군복의 개조품, 국방색

군복지로 만든 변조품(‘70,000 cases for violating',

1956)등이 있었고 염색을 하였거나 변색된 군복은

단속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헌병대의 단속

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3일간의 여유를 드릴테니 염

색하십시오,”(‘macao gentleman’, 1953)하고 염색을

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단하여 입을 것('Crack-

down of wearing’ 1950)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

<Fig. 6> No. 125. Mr. Lim, Orphanage Honcho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e)

<Fig. 7> (‘Gukminbok’, 1950)

<Fig. 8>

No. 200. Papasan

Under an A Fram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f)

<Fig. 9> No. 303,

Papasan Carpend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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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대적인 빈곤과 물자부족에 시달렸던 당시 상황

에서 군복은 암시장에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었을

뿐더러 비교적 품질이 좋아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되

었다. <Fig. 8, 9>에서 알 수 있듯이 군복은 남자들이

주로 착용하였고, 착용단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군복착용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색의

군복지는 남성의 의복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뻬나 어

린이의 옷을 만드는데도 많이 활용되었다.

전통복식을 입은 남성은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

하였는데 바지저고리 차림에 조끼나 두루마기를 입

고 중절모와 같은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흰 바지저

고리를 주로 입었고 회색 혹은 갈색계통의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흰색, 검정색, 회색, 진한 갈색 등의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간혹 두루마기 대신 코오트를

착용한 모습도 보인다.<Fig. 8, 9>

여성복식은 한복과 서양복을 혼용되었고, 일상적

으로 몸뻬가 착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25전

쟁 이후, 여성들의 양장착용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

와 기사보도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성은 한복을 일

상복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간혹 코트나 스웨터와

같은 서양복을 덧입었다. 긴 고름이 달린 저고리에

긴치마를 입은 전통형의 한복과 발목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짧은 치마에 브로치나 단추로 저고리를 여민

개량한복이 혼재되어 입혀졌는데 어린 여자의 치마

길 한복은 대부분 치마길이가 짧은 개량형 이었다.

주로 사용된 직물은 생명주, 명주, 문단, 공단 등과

같은 전통직물과 외국산 양단, 벨벳, 나일론, 우라기

리9), 하부다에10), 뉴똥11)과 같은 수입 직물이 사용

되었다. 긴 고름과 수입 옷감은 이 시기 여러 차례

복장간소․옷감절약․사치근절을 위하여 사용을 금

지하는 규제가 제정12)되었지만 그 실효가 불분명했

던 것으로 보인다. <Fig. 12, 13>

몸뻬는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1941년 태

평양 전쟁 때 전시체제전환과 물자총동원과 여성 노

동력 착취를 위해 보급한 일본여성의 노동복으로 바

지의 통이 넓고 밑단에 고무줄을 넣은 바지형태의

옷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보급되고 착용을

강요받았지만 속옷으로 입었던 가랑이가 보이는 바

지를 겉옷으로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보급률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야외활동과 경제활동을 했던 여

성들의 노동복으로 잔존하였던 몸뻬는 6.25전쟁기간

9) 우라기리는 직물을 두 층으로 직조 한 후 일부분을 잘

라내어 끝 부분의 실이 마치 pile처럼 남아 있는 상태

의 소재를 말한다.(Kim, 2013)

10) 하부다에는 ‘하부다이’로도 불렸던 직물로 일본비단이

다. 얇고,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비단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Kim, 2013)

11) 경사에 꼬입이 없는 무연사,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

여 제직한 것으로 보통 유똥, 뉴텐으로 불렸다. 신축

성이 좋으며 얇고 촉감이 깔깔하여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Lee, 2008)

12) 1950년 4월에 차관회의 건의로 제정된 ‘국민내핍생활

개선안’, 1952년 8월에 공포된 ‘전시생활시행령’ 등이

있다.

<Fig. 10> No. 313, Country Gentleman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h)

<Fig. 11> No. 273. Small House Many Honcho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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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면서 일상복으로 정착되었다(Yoon, 2011). 이

것은 전쟁기간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몸뻬 착용 장려

와 더불어 피난생활의 경험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

여 증가로 인하여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Fig. 14>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전쟁참전으로 인한 가정

내 가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남편 사망으로 인한 미

망인의 수가 급증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후

에도 참여율이 45%이상 높게 지속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을 계기로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은 세

계 1, 2차 대전을 겪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나타났던 공

통적인 현상이었다(Chung, 1982; Yang, 2003; Yoon,

2011). 물론, 50년대에도 노동복으로 입게 된 몸뻬와

바지(즈봉)류에 대한 구별이 있었던 것13)으로 여겨

13) 몸뻬와 바지에 관한 인식구별은 1953년도 9월 3일 경

향신문의 기사 “生活改善運動을 于先改善하라.”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Fig. 12> No. 292, Typical Shopp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j)

<Fig. 13> No. 279, Young Country Girl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k)

<Fig. 14> No. 176. Stands set out on Stre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l)

<Fig. 15> No. 291

Shopping Cent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m)

<Fig. 16>

Cutting Little

Girls Hai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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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몬뻬, 통바지, 활동바지, 활동복, 전시활동복’

등으로 명칭된 몸뻬의 일상적인 착용은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 이후 여성들의 내의

류로만 입혀졌던 바지 류가 6.25전쟁을 계기로 약

300여년 만에 외의로 입혀지게 된 획기적인 사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여성들의 몸뻬

를 입는 방식이다. <Fig. 15, 16>에서 보이듯이 여성

들은 치마저고리 차림에 몸뻬를 치마위로 덧입었는

데 이는 전통복식과 외래복식이 같이 착용되는 혼재

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부녀자들이 이런 방

식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를 가릴 만큼 길지 않았고 가랑이가 트인 몸뻬

가 치마 안에 입는 속옷을 연상시켜 민망함을 느꼈

기 때문에 치마와 몸뻬를 같이 덧입었고 상황에 따

라 치마를 밖으로 빼어내어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양장 차림은 6.25전쟁이후 급증하였고14)

...(전략) 계몽반의 선각, 네가 아무리 몬뻬맵시로 전

시형으로 검소하게 차리고 군복 비슷한 복장으로 지

사연하게 차리고 나서도 농부에게는 미군복 와이샤츠

가 부럽고 나사지부인(羅紗地婦人)네 즈봉을 한번 입

어 보았으면 싶을것도 인정이 아니겠는가. (후략)

14) “獨白錄(19) 流行과美”, 1953. 7. 27. The Kyung-

hyang Shinmun

대부분 구호물자로 받은 단품의 서양복과 전통복장

을 혼용하여 착용하였는데 남성과 같이 완전히 성장

한 양장차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Fig.17, 18, 19>

에서 보이는 여성들은 H라인 스커트나 플레어스커트

에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패드를 넣은 밀리터리 풍의

자켓을 입었는데 이는 1950년대 유행했던 것으로 미

국식 스타일이었다(Seon-Woo, 1993). 당시 양장을

선호하고 착용한 여성은 양공주를 선두로 하여 연예

인 및 부유층의 부인들이었으며 기자와 비서, 농촌지

도원으로 일하는 젊은 전문직의 여성도 양장차림을

하였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양장차림의 여자를 양공

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한복차림을 한

여성은 여염집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다(Kim, 2007).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에 보이는 여성도 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ig. 16>의 통

역사로 보이는 여자의 한복차림새와 대조적이어서

당시 여성복식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전설한 것과 같이, 양장착용은

젊은 전문직 여성들도 선호하였는데 1955년 서울 중

앙방송국에서 일본어 방송 여자아나운서 채용에 응

“해방후로 유행하기 시작한 미국식 치장은 사변 후

더 왕성해진 것 같다.”

<Fig. 17> No. 89

ANZIO in styl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o)

<Fig. 18> No. 90

Typical Orient

Look DA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p)

<Fig. 19> No. 191,

Moose-Maid-at Mark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q)

<Fig.20> No. 296,

Mamasan Talking to Sg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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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119명의 복장에 대한 기사문에 “양장을 입은

사람이 93명(코오트 착용자 57명), 한복을 착용한 자

가 26명이며 대부분 화려한 최신모드로 차려 입었다”

는 것을 기사화하였다<Fig. 21>('Woman’s job’, 1955).

이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복에서 양장 착용으

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Kim(2007)은 여성의 양장차림

은 신분과 직업을 적극 드러내는 사회적 행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후, 한국복식의 기본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1954년 신문에 신설된 가정란과 55

년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합성섬유 및 의류착용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들이다. 신문에 신설된

가정란에는 옷 만드는 법을 옷본과 함께 자세히 소

개하고 있는데<Fig. 22> 이러한 기사는 가정 내 주부

들의 양재활동을 독려하고 이후 서양복 착용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복식문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색

복의 유행이다. 특히 검정색이 유행하였는데<Fig. 23,

24>검정색복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의복개량과

백의금지를 위해 검정색 염료와 더불어 보급되기 시

작하였고 해방 후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다시 백의

착용이 증가하였지만 6.25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결핍

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용성 등의 이유로 전쟁기간동

<Fig. 21> ‘Applicants for announcer’,

('Woman’s job', 1955)

<Fig. 22> ‘One-piece dress’,

(‘One-piece dress’, 1955)

<Fig.23> No. 173. Burned out Mark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s)

<Fig. 24> No. 287,

Mamasan who had

been shopping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t)

<Fig. 25> No. 300,

Korean Policeman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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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속적으로 ‘색복’이 장려되고 애용되었다. 또한,

민간인의 군복착용으로 인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구

별하기 위해 군은 일반인과 상이군인의 군복을 염색

할 것을 장려했는데 이때 남학생들은 군복을 검정색

으로 염색하고 어깨의 패드를 넣어 과장하여 멋을

부렸으며 곧 여학생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

되었다. 경찰복 역시, 1953년 복제를 개혁하였는데

전쟁기간 착용했던 전투복대신 흑색 정모와 제복을

제정하였다<Fig. 25>.

1952년 9월 23일자 경향신문('Color in fashion',

1952)에서 다룬 금년의 유행색에 대한 기사에서 “금

년의 유행색은 흑색에서부터 곤색으로 옮겨지고 있

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검정색을 비롯한

어두운 계통의 색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1954년부터 55년까지 미군이 촬영한 슬

라이드필름 418장과 흑백사진 16컷을 선행연구와 당

시의 복식문화에 관한 신문기사, 기타 시각자료 등을

분석하여 전쟁직후 한국의 패션을 구체적으로 밝히

는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복식문화는 절대적 물자

결핍으로 인하여 유입된 구호물품과 군수물자, 밀수

품 등의 서구물품의 유입과 피난의 경험으로 의복의

활동성과 기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로, 한복

과 양장의 혼재가운데 양장중심으로 복식문화가 전

환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성들은

주로 양복과 군복을 일반적으로 입었는데 민간인의

군복착용이 치안상의 문제가 되어 염색하거나 재단

을 달리하여 입도록 권고하였다. 여성들은 대부분 한

복과 서양복을 혼용하여 착용하였고 긴 고름의 저고

리와 치마의 전통형 한복과 치마길이가 짧은 개량형

한복을 입었다. 전통직물을 비롯하여 외국산 양단,

벨벳, 나일론, 우라기리, 하부다에, 뉴똥과 같은 수입

직물이 사용되었다. 긴 고름과 수입 직물은 해방직후

부터 옷감절약과 사치억제를 위해 규제되었으나 사

실상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양장

차림은 남성의 양복차림에 비해 매우 드문데 자료

속에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1950년대에 유행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양공주, 연예인, 부유

층의 부인 등과 같은 일부 계층과 젊은 전문직 여성

들이 양장 차림을 선호하였다. 여성의 양장차림이 적

은 것은 남성들의 양복착용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근대화의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진 환경에

비해 여성들은 한복을 개량하고 간소화하고 사치규

제에 초점을 맞춘 생활개선운동과 빨간 립스틱에 양

장차림은 양공주, 한복을 어염집 규수를 의미하는 사

회적인 편견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복식문화 중 가

장 큰 특징은 일상복으로 몸뻬를 착용한 것이다. 몸

뻬는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 의해 물자동원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보급된 것으로 치마 속에 입는 속옷과

비슷하고 가랑이가 터진 것을 밖에 입는 것을 꺼려

하는 당시 풍조 때문에 실제 보급은 저조했다. 그러

나 야외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노동

복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피난의 경험과 전쟁으로 인

한 참전가정 가장의 장기적 부재, 미망인의 급증 등

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높

아졌고 정부차원에서 몸뻬 착용 장려의 영향으로 일

상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양난이후 여성

의 내의로만 착용되었던 바지가 다시 겉옷으로 착용

하게된 것으로 복식사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린아이의 복식은 어른의 옷과 마찬가지로 서양

복과 한복을 혼용하여 입었는데 구호물자를 받기 쉬

운 서울지역과 고아원의 아이들은 대부분 서양복을

착용하였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지방에 사는 아이

들은 주로 한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여 전쟁직후의 지역,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어린이

복식과 이들에게 미친 구호물자의 영향에 대해선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색복의 유행이다.

주로 검정색이나 곤색 등 어두운 색 계통이 유행되었

고 경제성, 실용적인 측면과 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

살정책의 일환으로 백의를 금지하고 색복을 장려하여

거센 반발을 샀지만 전쟁을 겪으며 필요에 의해 자발

적으로 받아들인 색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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