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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present situation of fashion journalism, which is a
collaborator and watchdog of the fast-growing fashion business industry, then to proffer fundamental
data for the setting of desirable fashion journalism in the field of newspaper.

Unlike magazine and internet news service which are focused on a specific group, daily newspaper
has a far-reaching influence without regarding the age, gender and social status of the readers. Therefore,
how newspaper deals with fashion and fashion phenomena has immense influence on the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common people on fashion.

Defining fashion journalism is an activity of gathering and mediating of various ideas and opinions on
fashion, the beginning of fashion journalism of newspaper traces back to the late of 19th century. From
then to the period of Japan’s occupancy by force, newspaper used fashion articles to lead enlightenment
of lifestyle. After Korean War, newspaper was one of the main path of in-flowing western culture and
fashion trend till 1970s. During 1980s~1990s, fashion articles in newspaper were separated from woman
and family section and fashion journalism made their own way to a specialized field.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fashion journalism in the field of newspaper is armed with more various and profound
contents then ever, but it is also true fashion journalism is not free from accusation of commercialization
and agitation of preference on imported luxury goods.

Today fashion articles of daily newspapers are not subordinated to the common idea, ‘fashion is only
for women’. Fashion articles deals with men as well as women. Information on new products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fashion trend. Articles are not restricted in the fashion section. It means fashion
journalism is expanding its territory to business section, opinion section and so on. However, fashion
news dealing with aged people or young children are very rare. It suggests target readers of fashion news
are concentrated on the people who have a considerable buying power. An main article usually has
more than 3 photos. That means not only photos in fashion news are established as essential visual
information today but also commercialization of fashion news makes rapid progress in this field. Also the
considerable dependancy on the information sources from manufacturing side can be a probl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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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1세기 들어 한국의 패션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이룩

해왔다. 2003년 한국의 의류소비시장 규모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

615억원을 기록했다1).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처음

의류소비실태 조사를 한 1999년의 9조원대에 비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있는 셈이다. 패션산업의 외적

팽창은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함께 엄청난

양의 패션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TV와 라디오, 케

이블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패션에 관한 뉴스

를 접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패션정보가 생산 유통된다는 사

실은 우리 사회에 이미 패션저널리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패션저널리즘을‘모드의 전달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관여’2)라고 정의할 때 이는 단순

한 트렌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패션산업 전반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문화적·산업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평과 사유를 담아내는 적극적인 저널리즘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매혹적인 소비재를 다루는 패션

저널리즘은 뉴스와 오락을 대중에게 판매하는 대신에

대중을 광고주에게 판매한다는 이른바‘중개상 모델

이론’3) 의 손쉬운 예로 전락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패션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다양한 매체 가운데에서

도 신문은 누구든 쉽게 구해서 언제 어디든 가지고 다

니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중지향적인 매

체이다4). 특히 종합일간지의 경우 패션잡지나 케이블

TV의 패션관련 프로그램들, 인터넷의 패션정보 등이

특정 독자층이나 광고주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독자 가정의 50대 가장부터 10대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전체 구성원에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매스콤이 패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취급하느냐에 따라 일반의 패션인식은

크게 향을 받는다”5)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가장 광범

위한 계층에 직접적인 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의 패션

저널리즘 행위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

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간지 패션면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들

대부분은 패션저널리즘 보다는 신문지면에 나타난 복

식을 분석하는 형태로 일종의 복식사를 위한 문헌자료

로서 신문을 이용하는데 그쳤다6)7). 간혹 일간지 패션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년도별

로 패션기사 건수와 패션기사 면적의 증감을 따져 통

시적으로 패션지면의 변천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 당

대 패션저널리즘의 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작업은 미

흡했다. 허은선의‘1980년대 의생활 관련 기사에 대한

연구’8)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허은선은 패션기사를 여

성면이나 패션면에 게재된 기사로 한정, 패션의 존립

기반 자체를 여성과 가정이라는 테두리안에 가두는 잘

못을 저지른 것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패션

은 남녀 공통의 관심사이며 때로 정치적 성향과 삶에

대한 태도 등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기도 한다9)는 점에서 볼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전

체적인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저널리즘을 우리사회에 엄존

하는 주목할만한 사회적 현상으로 상정하고 신문 패션

기사의 역할과 제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일간지의 패션저널리즘의 역사와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 패션기사를 종합

분석해 우리나라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특성과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또 이런 분석을 토대로 신문 패션저널

리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역사

를 개관하기위해 주로 신문 패션기사와 조선일보, 중

앙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간행한 사사(社史)를 연구문

헌으로 삼았다. 또 조규화의‘한국패션에 나타난 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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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0), 고부자의‘우리생활 100년- 옷’11) 등과 같은

학술논문과 단행본을 참고했다. 현대 패션기사의 특성

과 기능을 밝히기위해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

구방법인 양적 연구방법중 내용분석법을 이용했다. 내

용분석은 수량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속에

내포되어있는 상징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패션관

련 지면과 패션뉴스의 분석에 있어서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내용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5개 종합일간지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와 같은 4개 종합일간지

의 선정이유는 이 네 개의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시장

매출액 규모 상위 4개지로12) 대중에 미치는 향이 막

강하기 때문이다. 또 문화일보는 국내 유일한 석간 종

합지로서 나름대로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중 하나로 선정했다.

표집기간은 2003년 5월 1일자부터 2004년 4월 30

일자까지 12개월을 선정했다. 최근의 패션저널리즘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표본추

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1년간의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신문의 패션관련 기사는 여성복과 남성복,

아동복, 유아복, 스포츠웨어, 레저웨어, 진즈웨어, 유니

폼, 언더웨어, 양말, 모자, 화장품, 스킨케어, 신발, 가

방, 액세서리, 주얼리, 헤어용품 등 통상 패션뷰티산업

으로 통칭되는 분야와 관련된 인물 및 용품, 업계 기

사로 정의해 추출했다. 패션과 관련된 기사는 지면에

상관없이 표본으로 추출했으며 다만 신상품 소개나 행

사고지 기사, 사진 캡션기사 등 단신기사와 스폰서 섹

션이나 뷰티특집 웨딩특집 등 기획광고를 위해 만들어

진 기자의 바이-라인13)이 없는 기사들은 표본에서 제

외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 525개의 표본기사가

추출됐다. 이중 톱기사는 237건이었고 일반기사는

288건이었다. 톱기사란 보통 가장 중요도가 높고 그리

하여 지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를 뜻하

는 신문업계의 관용어이다. 일반기사는 톱기사와 단신

을 제외한 모든 기사를 포함한다.

II.

패션저널리즘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잡지 매체를 중

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일간지 쪽에서의 패

션저널리즘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있다 해도 그 시원

을 신문의 여성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4).

그러나 패션저널리즘의 사전적 정의가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출판 방송 등을 통해 패션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15)고 볼 때

일간지 패션저널리즘의 시원을 1920년대 중반부터 등

장하는 여성란에서 찾는 것은 커다란 오류다. 이는 앞

서 지적했듯 패션을 여성과 가정, 유행이라는 극히 제

한된 프리즘을 통해 봄으로써, 거대한 사회문화적 현

상이자 산업적 유기체인 패션을 특정계층의 교양 혹은

오락거리 수준으로 평가절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간지 패션지면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시대를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 연구했다.

1.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태동기(1896-1953)

국내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첫 등장은 우리나라 근대

적 민간신문의 효시로 꼽히는 독립신문16) 1896년 5월

26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날 호에서 독립신문은

당시 정부가 내린 단발령과 양복 수용 허가에 대해 유

림세력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나자“머리 깎

고 양복 입는 것은 기둥도 놓기 전에 장판부터 놓는 격

으로 선후는 바뀌었으나 언제든 할 일이며 백성에게 편

한 일인즉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지말고 백성에게 맡기

도록 하라”는 완화책을 주장했다17). 의생활 개혁에 대한

논평을 시도한 로 이를 통해 국내 일간지 패션저널리

즘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구한말 의복개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중요한 관

심사 다. 일제에 의한 백의말살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

고 개화세력을 통한 외국문물의 급격한 유입은 복식에

대한 관습과 통념을 깨면서 사회적 개화, 계몽 운동으

로 나아가고 있었다. 1907년 1월 21일자 제국신문은

논설에서“저고리 길이는 길게, 치마길이는 신이 나오

게 짧게, 긴 통치마나 짧은 통치마나 상하의 같이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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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옷감과 장신구는 사치를 막자. 상하의를 연결

한 철릭과 같은 옷 혹은 양복으로 개량하자”며 우리 옷

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양복으로 개량하자는 주장

을 내놓았다18). 당시의 신문은 사치스러운 양장이나 일

본 옷을 입는 것을 경고하면서 한국민의 옷을 활동하

기에 편리하도록 개량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있었다.

일제 강점기 신문은 우리나라 국민을 황국신민화하

려는 일제의 강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강습회 교육의

80%가 재봉 수예 일본식 염색법 등 일본화해가는 생

활양식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채워졌다. 신문의 의생

활 관련 기사도 일본 신문의 향을 받아 가정란이나

여성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924년 조선일보는 동아

일보와의 경쟁에서 앞서기위해 여러 가지 기획을 세웠

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란의 창설이었다19). 처음에는

신문 3면인 사회면에 속해있던 문화란의 일부에 여성

란이 게재되었으나, 1925년 6면으로 증면한 뒤‘가정’

이라는 전면 표제를 세워 여성과 가정에 관련된 기사

를 집약해 놓았다.

1920,30년대 여성란은 신생활 수립과 구습타파 의

복개량 등이 주요 논제 으며 당시 막 등장한 신식여

성을 일컫는 이른바‘단발 미인’, ‘모단(毛短) 걸’등에

관한 논평이나 남성들에게 갓 대용으로 급격히 인기를

얻은 서양식 모자에 관한 소식 등 주로 풍속사적인 측

면에서 의생활 관련 기사를 다뤘다.

한편 동아일보는 오늘날 주로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를 소재로 하는 신문만평에서 의생활의 유행을 소재로

한 풍자를 시도20), 의생활 관련기사의 지평을 넓혔다.

또 매일신보는 1932년 11월 17일자에서 개량저고리를

소개하면서 기사에 개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의 앞모습

과 뒷모습 전신사진을 함께 게재해21), 사진을 패션기

사의 주요 시각적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20년대

부터 태동하 음을 엿보게 해준다.

1930년대 말이 되면 양장은 전쟁의 향을 받아 남

성적인 스타일로 직선적으로 변하고 치마길이는 길어

져서 발목위까지 내려왔으며 일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긴축을 강요했다. 조선일보는‘남성복화 되는 여

성복’이라는 주제의 화보기사22)를 통해 당시의 의복의

유행변천을 전하기도 했다.

전쟁의 암운이 짙어지면서 패션저널리즘은 멋과는

상관없이 검소한 생활과 물자절약을 위해 강요된 몸빼

나 검정 고무신, 간단복 등 긴축패션을 가장 실용적이

고 긍정적인 것으로 선전하는데 동원됐으며 이는 전쟁

기간 내내 최소한의 의복생활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

졌다23).

2. 계몽적 패션저널리즘의 시기(1954-1964)

1953년 휴전이 되고 54년 전란에 파괴된 우리나라

의 재건과 복구를 돕고자 구서독과 덴마크 유네스코

등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는 국내 복식문화를 크게 바꾸

어놓는 계기가 됐다. 군복을 검게 물들여 입는 것이

유행했고 마카오와 홍콩을 통해 수입된 원단으로 옷

을 맞춰입는‘마카오신사’가 남성모드의 대명사가 됐

다24). 이 시기 신문의 의생활 기사는 서양의 의복인

양복을 소개하고 어떻게 입어야하는가를 소개하는‘양

장을 위한 계몽전도사’역할에 치중했다.

신문에서는 여성란 또는 가정란을 두어 국내외 패션

기사를 다뤘으며 올바른 양장 착용법이나 상식에 대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했다25). 1955년으로 접어들면 국내

패션계에는‘디자이너‘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

다. 당대 유명한 디자이너로는 노라노, 서수정, 석주선,

최경자 등이 활동했으며 양장패션은 명동이 중심지로

부상했다. 1956년에는 서라벌 양재전문학원 주최로 동

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에서 국내 최초의 본격 패션

쇼가 개최된 것이 각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1958년에

는 서울신문사가 후원하고 뉴스타일사가 주최하는 한

국 최초의 패션콘테스트가 열리기도 했다26). 신문사가

후원할 정도 으니 당시 패션산업에 대한 일반의 기대

와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패션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리던 노라노는 1957년 8

월부터 1958년 1월까지‘생활미의 창조’라는 제목으

로 조선일보에 양장과 속옷에서부터 구두, 액세서리,

향수, 넥타이, 스카프, 메이크업, 파티옷차림 등 토탈

패션에 관한 기고를 실어 외부 전문가의 기고를 받는

형식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조선일보는 1958년 11월 11일자 패션기사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슈미즈인지 쌀자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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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간 못할 옷을 거침없이 입고 다니는 여성들의 배

경에 디자이너 노라노 여사를 연상하고… 한마디로 이

패션쇼는 세계의 시골뜨기인 꼬레아(Korea)에게 엠파

이어 라인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여준 것 이외에 무슨

실용적 가치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노라노 여

사의 공과 죄의 실재가 있다”는 내용의 신랄한 리뷰기

사를 실었다. 리뷰 기사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당시

이미 패션쇼에 대한 비평기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3. 서구유행의 전달자 시기(1965-1979)

1965년 중앙일보가 창간되면서 신문 패션기사는 새

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중앙일보는 처음부터 여성독자

층을 겨냥한 신문제작에 관심을 보 으며, 1965년 9

월 24일자 중앙일보의 첫 여성란에는 당시 인기있던

디자이너 조세핀조 디자인의 칵테일 드레스 사진과 기

사가 실려 화제를 모았다.

이 시기 패션기사들은 유행경향을 다루는 기사가 많

았다. 이전 시대의 계몽적 형태에서는 크게 탈피했으

나 의상의 실용적 측면뿐 아니라 사교생활과 사회적

저명인사에 대한 관심에서 패션쇼나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소식 등이 자주 기사화됐다. 해외에서 유입된

패션 바람은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히피스타일 등 갖가

지 청년패션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시도가 되기도 했으

며 신문은 주로 화보나 외신을 통해 서구의 패션문화

를 소개하는데 치중했다.

60년대 국내 패션계는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국내 패션디자이너 1세대로 불리는 서수연, 노라노, 조

세핀조, 최경자에 이어 박윤정, 앙드레김 등의 개인 패

션쇼가 해마다 열리고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

타로 집권한 제 3공화국 정부의 패션을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국민정신을 좀먹는 퇴폐적인 것으

로 여겼으나 이미 의상기사나 화보에 대한 요구는 높

아진 상태 다. 한국일보가 1964년 9월‘가을을 위한

여인십화’라는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게재하면서 의상

은 물론 피부미용, 각선미 등 토탈패션에 가까운 소개

기사를 실은 것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신문은 고정적

인 패션란은 없었으나 문화면이나 가정면에 해외컬렉

션이나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리뷰기사를 실으면

서 그 해의 유행색상이나 스타일을 대담하게 키운 사

진과 함께 게재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관심까지

증폭시켰다.

1970년 3월부터는 신문지면이 주 32면에서 주 48

면(일일 8면)으로 늘어나면서 여성면이 문화면에서 독

립하는 추세를 보 다. 증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시각을 보다 넓혀주는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패션도 보다 깊이있고 개성적으로 다루려는 다양한 시

도가 이루어졌다27). 또한 70년대 초반에는 여성면에

‘패션’이라는 제목을 단 최초의 고정란이 생기는 등28)

패션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남성패션에 대한 관심도 싹 트기 시작했는데 1974

년 7월 25일자 한국일보 여성/가정면에는‘남성모드

에 공작혁명’이라는 제목의 앙드레 김 남성복 패션쇼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조선호텔에서 7월 20일 열린

‘앙드레 김 남성로드쇼’는 국내 최초의 남성 기성복

패션쇼로 저명한 음악가인 지휘자 정명훈씨의 남자 형

제들이 모델로 나서서 화제가 됐다.

4. 패션면의 독립과 내적 성숙기(1980-1998)

1980년대는 제 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한국 사회는

물론 패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해

다. 우선 컬러TV의 보급은 국민생활 자체를‘컬러

플’하게 만들었고 이런 색채감각은 소비패턴에 변화를

불 으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주로 의상,

화장, 구두 등 개인 패션에 관계되는 상품들이었다29).

83년 시작된 교복자율화도 주니어복의 등장 등 국내

패션계를 크게 흔들었으며 한동안 청소년을 위한 올바

른 의복선택과 착용습관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

다. 1988년에 열린 서울올림픽은 서울에 몰려든 세계

인들을 통해 해외패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

편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도 됐다. 전

통한복이나 개량한복, 한복입기의 생활화에 대한 기사

가 나왔고 특히 한복의 선과 문양을 양장에 도입하려

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문사적으로는 처음 독립된 패션면이 등장한 시기

도 바로 이 시기 다.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대

49

李星姬·曺圭和/韓國 패션저널리즘의 現況 硏究(1)



사건을 앞두고 신문사들은 다투어 증면을 하기 시작했

다. 1987년 6.29 선언이후로 발행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일일 8면제의 신문사간 카르텔체제가 무너진 것

이다. 신문사간의 증면경쟁은 내적으로 필요인원의 보

충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사량은 적

으면서 보다 크고 화려한 화보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요구했다.

이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패션이었다.

국내 일간신문에서 독자적인 패션면의 등장은 1994

년 중앙일보가 국내 최초로 섹션신문을 선언한 것이 기

폭제가 됐다. 일일 3섹션 48면으로 대폭 증면을 한 중

앙일보는 95년 요일별로 특화된 섹션면을 발행하면서

토요일자 여성생활섹션의 일부로 패션면을 주 1회 고정

시켰다30). 신문의 섹션화는 여타 일간지들이 이를 추종

하면서 신문업계의 대세가 되었고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패션면을 주 1회 고정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면이 안정되면서 패션저널리즘은 내적인 성숙기

를 맞게됐다. 여전히 의류나 화장품 연출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의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패션유통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비평기사도 많아지면서 일간지

패션면은 일제말기부터 강제되기 시작한 여성생활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보 다. 신문에서 패션

면 화보에 기사 정보의 하나로 브랜드 명칭을 적기 시

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 다. 그 이전에는 상품의 브

랜드명을 싣는 것은 일종의 광고행위로 금기시됐었다.

1996년 11월 한국일보는‘네오라이프’라는 제하의

여성생활 섹션을 내면서 패션면을 주 1회 2개면(양면)

으로 확대, 미학적·산업적 차원에서 트렌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패션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네오라

이프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켜본 동아일보는 이듬해 생

활부와 경제부를 통합한 형태의 패션산업 전문 경제섹

션을 내놓고자 사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짰으나 갑작스

럽게 들이닥친 외환위기와 IMF시대를 맞아 중단했다.

IMF는 이제 막 독자적으로 특화된 저널리즘의 뿌리

를 내리려던 패션부문에 치명타를 안겼다. 매출격감으

로 대부분의 신문이 발행면 수를 줄이면서 가장 먼저

폐지한 지면중의 하나가 패션면이었다. 패션은 다시

여성 생활면의 일부가 되거나 자체 존립한다고 해도

지면확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운 됐다.

5. 상업화, 시각화, 로벌화의 시대(1999-현재)

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사치조장’이라는 오명아

래 신문지상에서 사라지거나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패션저널리즘은 새천년의 도래와 함께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새로운 세기는 여성성이 최고 가치로 인정받

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호들갑속에 새천년을

맞이한 일간지들은 경기 호전의 기미를 재빠르게 파악

하고 다시 증면에 나섰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혹한기

를 지낸 신문사들은 전과는 달리 증면을 하면서 그것

이 과연 경 상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치 하게 따져

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증면의 단골메뉴인 패션면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신문사는 마침 새천년을 맞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

계화)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번역했다. 패션지면의 상

품화, 명품지면화가 그것이다.

패션지면의 상업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동아일보 다. 동아일보는 2001년 가을 주말판을 발

행하면서‘스타일’이라는 제하에 적게는 2개면 많게는

4개면까지를 의류와 화장품 관련 기사로 채우기 시작

했다. 지면에 소개되는 사진화보는 90% 이상이 이른

바 해외명품브랜드 으며 기사속에 등장하는 브랜드

이름도 거의가 외국산으로 채워졌다. 신문 전단에 기

사는 2꼭지 이하로 실었으며 대신 화보를 극적으로 키

워 광고효과를 극대화했다. 동아일보는 주말판을 발행

하면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에스티로더 등 국내

에 진출해있는 해외 명품브랜드 지사장과 수입사사장

등 50명을 호텔로 초청, 만찬을 제공하면서 상호 적극

적인 협업을 요청하는 등 패션면의 상업성을 노골적으

로 드러냈다. 이는 패션면을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 세일즈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동아일보의 전략은 그러나 마침 불어온 우리사회의

명품바람과 함께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

아에 이어 조선과 중앙도 곧 명품전쟁에 뛰어들었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지, 스포츠지까지 합세했

다. 명품&트렌드, 명품섹션 등의 이름으로 일종의 에

드버토리얼31)들이 홍수를 이뤘다.

상업화, 명품지면화와 함께 2000년대 신문 패션저

널리즘을 특징짓는 것은 여론형성기능의 강화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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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이센스 패션잡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빠른

유통은 파리나 라노, 뉴욕 등 패션발신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대중의 패션정

보도 한층 심도를 더해갔다. 신문 패션지면은 아무리

시각화, 화보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해도 정보량에서

이들 매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대안은 신문의 장점인 여론수렴 및 형성기능을 패션기

사안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신문 패

션저널리즘은 패션지면의 역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패션저널리즘의 태동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역의

넘나듦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 정치인의 옷차림이나

이미지메이킹 기법, 북한여성응원단의 미모에 대한 고

찰, 꽃미남패션 붐 등 패션을 사회학적·문화사적 입

장에서 고찰하는 시도들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일

상적인 패션지면과는 별도로 정치면이나 경제면, 여론

독자면 등에서 패션현상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이런 경향은 이전 시대의 패션저널리즘에 비

해 패션기사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2000년대 초반의 패션저널리즘은 질적인 측면에서

는 시각정보와 전문성이 강화되고 여성 위주의 지면에

서 남성까지 아우르는 지면으로 역이 확장되고 있지

만 상업성과 노골적인 명품지향이라는 부담도 함께 지

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I.

1. 분석의 유목과 분류방법

분석의 유목32)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연구문제

에 답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전환시켜주는 기능

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유목을 통상 신문

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기자에 의한 취재와 기사의

작성, 기사의 편집을 통한 최종 결과물 산출이라는 세

가지 기사처리과정에 입각해 만들었다.

취재와 관련한 유목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첫 번째

유형으로 삼았다. 기사의 내용은 그 기사가 무엇을 다

루고 있는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① 의류 ② 화장·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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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아만평: 신구의 대조. 동아일보(1924. 6.15)

<그림 2>  개량저고리. 매일신보(1932.11. 17)

<그림 3>  디자이너 백희득 의상발표회 기사. 

한국일보(1964.9.27)



어 ③ 액세서리(구두와 시계 넥타이 등 비금속류) ④

주얼리(목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와 금은보석류), 그리

고 ⑤ 브랜드(위의 모든 역을 포괄하면서 개개 상품

보다는 브랜드 혹은 업체를 전면에 내세운 기사)로 나

누었다.

기사작성에 관한 분류유목은 기사의 종류와 취재원,

대상독자, 기사작성자로 유형을 나누었다. 기사의 종류

유형은 표본집단으로 수집된 525개 기사를 기사가 작

성된 방식에 따라 나누어본 결과 크게 7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7가지는 ① 상품정보 ② 트렌드 ③

연출법(스타일링) ④ 비평 ⑤ 인터뷰 ⑥ 행사 ⑦ 산업

이다. 패션컬렉션이나 헤어박람회 등은 행사이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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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앙드레 김 남성복쇼를 취재한 패션기사. 

한국일보(1974.7.25)

<그림 5>  전통의상의 세계화는 80년대를 관통한 패션

기사의 주요 소재 다. 한국일보(1983.9.29)

<그림 6>  한국일보는 1996년 네오라이프 섹션에서

패션면을 주 2면으로 확장하고 컬러화, 전

문화했다. 한국일보(1997.2.27)

<그림 7>  로벌라이제이션은 2000년대 패션저널리

즘의 명과 암을 함께 보여준다. 샤넬 구치

세린느 등 명품브랜드를 소개하고있는 패션

면. 동아일보(2004.1.9)



도 제품수주와 함께 세계적인 패션과 뷰티 트렌드 제

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기사를 트렌드 항목

으로 넣었다. 트렌드 정보를 담고 있지만 해마다 되풀

이되는 겨울의 스키웨어나 여름의 수 복 같은 시즌성

상품기사는 상품정보에 넣었다. 반면 개인적인 패션쇼

나 전시회 등은 시즌 트렌드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판

단아래 행사 항목에 배정했다. 비평 항목은 집필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견이 들어간 기사로 주로 칼럼형태로

집필된 기사가 들어갔다.

취재원 유형은 집필자가 기사를 쓸 때 주로 어떤 취

재원(정보제공자)에 의존하는가를 알아보기위한 것이

다. 항목은 ① 패션이나 뷰티 등 유관상품 제조업체나

홍보대행사 ②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트렌드분석

가 등 전문가 ③ 일반인 ④ 불명 등으로 나누었다. 한

기사내에서 전문가와 제조업체(또는 홍보대행사)가 동

일하게 취재원으로 쓰인 경우는 전문가 항목으로 분류

했다. 이는 집필자가 단순히 업체쪽 정보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수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전문가 쪽에 우위를 두었

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대상독자 유형은 기사가 어떤 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작성됐는가를 판단하기위한 자료로 크게 성별과

연령대별 유형으로 나누었다. 연령대별 유형은 세세한

나이대를 규정하지 않고 ① 아동(유아 포함) ② 청소년

(10대) ③ 성인(20세 이상 60세 미만) ④ 노년(60세

이상) ⑤ 전부 로 나누었다. 이는 패션뷰티 분야 소비

행태가 실제 나이보다는 마인드 에이지(Mind Age)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 한 것으로 최신 패션트렌

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기사내에 특정 독자층의 나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꼭 20대를 지

향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사작성자 유형은 기사가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가

를 분석해서 패션저널리즘의 전문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작성자는 크게 사내집필진과 사외집

필진으로 나누었다.

기사편집에 대한 분류유목은 패션기사가 등장한 지

면의 종류와 패션기사 1건당 함께 게재된 사진의 수,

사진중 국내 브랜드 사진과 해외브랜드 사진의 활용빈

도를 분석했다. 패션기사가 등장한 지면을 분류하는

것은 현단계 패션저널리즘의 지평을 엿보게 해주는 중

요한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분류 항목은 ① 패션 ②

경제 ③ 오피니언 ④ 생활 ⑤ 사회 ⑥ 국제 ⑦ 스포츠

⑧ 기타 로 구분했다. 항목중 패션은 스타일 패션 뷰

티 트렌드 등 불리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지면을 뜻한다. 경제는 경제부 및 산업부에

서 운용하는 지면을 지칭한다.

패션기사당 게재된 사진의 수는 화보의 시각정보 제

공 기능에 대해 일간지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

는가를 측정하기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기사 1건당

얼마나 많은 사진이 함께 게재됐는가를 톱기사와 일반

기사로 나누어 분석했다.

패션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출처 유형은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른바‘명품’브랜드의 향력을 파악하기위

해 시도됐다. 출처는 ① 국내브랜드 ② 해외브랜드 ③

혼합 으로 분류했다. 이번 사진의 출처 유형분석은 신

문 패션저널리즘에 미치는 명품의 향력을 가늠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2. 신문패션기사 분석

1) 기사의 내용에 따른 분석

분석결과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525개

의 기사 표본 가운데 48%가 의복에 관련된 기사 다.

이는 의복의 트렌드가 메이크업이나 헤어 쪽에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우선순위가 이 분야에 몰렸

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헤어·화장과 브랜드는

각각 19%, 18%로 대등한 비중을 차지했다. 또 액세서

리에 대한 기사도 12%에 이르러 의상이외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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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사의 내용-전체



대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각 신문사별로 기사의 내용에 따른 비중

을 백분율과 실제 건수집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전체

집계와는 달리 신문사 마다 기사 내용 비중에서 큰 차

이를 보 다. 동아, 한국, 문화가 의상에 가장 많은 비

중을 둔 데 비해 중앙은 브랜드가 40%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앙일보의 경우 트렌드를 소화하

는 지면이 거의 없는데다 패션기사를 주로 산업부가

취재해 경제면에 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기사를 보는 시각이 담당부서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 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조선일보는 의상과 헤어&화장을 똑같은 비중

으로 다루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대부분의 트렌드 기

사를 애드버토리얼로 처리, 기사가치 보다는 광고주

안배차원에서 비중이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기사 작성에 따른 분석

(1) 기사의 종류

<그림 10>은 전체 기사중 34%가 트렌드 기사가 아

닌 상품정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일간지 패

션저널리즘의 상업성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웅변한다.

또 트렌드(14%) 보다 연출법(19%)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신문이 대중교육적 기능에 집착

하고 있음을 알게해준다.

<그림 11>은 기사의 종류를 신문사별로 분석한 것이

다. 동아와 한국이 비교적 고르게 전 부문에 걸쳐 안

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앙은 패션기사의 거의

절반을 패션산업계 조망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평기사는 한국이 19%로 가장 높았는데, 5개

신문중 유일하게 기자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취재원

<그림 12>는 525개 전체 기사표본 중에서 무려

64%의 기사가 패션업체나 홍보대행사 등 업계쪽 정보

에 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칫 패션관

련 기사가 업체의 홍보전략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전문가를 통해 얻은 정

보를 기사화한 경우는 25% 으며 일반인을 취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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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사의 내용-신문사별

<그림 11>  기사의 종류 유형-신문사별

<그림 10>  기사의 종류 유형-전체



로 삼은 경우는 9%에 불과했다.

<그림 13>은 취재원 유형을 신문사 별로 분석한 것

이다. 중앙이 업체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문화가 비교적 업체의존도가

낮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문화의 경우 일반인을 취재

원으로 활용한 예가 25%에 달한 것이다. 이는 패션뉴

스의 외연을 패션계 밖으로 까지 넓히기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3) 대상독자층

<그림 14>는 전체 표본기사중 성별 독자층을 분석한

것으로 국내 일간지 패션이‘여성을 위한 지면’이라는

편견을 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 표본중 48%

가 혼합독자층을 겨냥했으며 여성독자 타깃은 41% 다.

<그림 15>는 성별 대상독자층을 신문사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것이다. 조선이 가장 여성을 위한 지면을

만들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패션을 여성생활의 범위

로 한정시키는 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앙은 혼

합이 압도적으로 많은 72%를 차지해 성별을 거의 무

시하면서 지면을 만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림 16>은 대상독자층을 연령별로 분류해 전체 통

계를 낸 것이다. 성인이 79%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

으며 노년층에 대한 기사는 525개 표본중 단 1개 기사

에 불과해 0%를 기록했다. 실버화사회가 진행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하면 패션산업계는 물론 패션저널에서

도 실버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

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사도 드물다. 패션기

사가 결국은‘실제로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소

비대중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17>은 연령별 대상독자층 분류를 신문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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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취재원 유형-신문사별

<그림 12>  취재원 유형-전체

<그림 15>  대상독자층-성별-신문사별

<그림 14>  대상독자층-성별-전체



정리한 것이다. 조선, 중앙, 한국이 비교적 성인은 물

론 가족 구성원 전부가 즐길 수 있는 기사 발굴에 노

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기사작성자

기사작성자의 유형을 사내와 사외로 나눠서 전체 기

사를 집계한 것이다. <그림 18>은 전체 525개의 표집

중 90%인 446개가 기자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기자

에 대한 의존도가 커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기사편집에 따른 분석

(1) 게재지면의 종류

<그림 19>는 패션기사가 게재된 지면의 유형을 전체

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패션기사는 흔히 패션면에 나

오는 기사로 단정하기 쉽지만 이 같은 단정이 매우 부

적절한 것임을 일깨워준다. 패션면에 나오는 패션기사

는 전체의 55% 에 그쳤으며 경제면이 30% 정도의

패션기사를 소화하고 있었다. 이는 패션이 생활 혹은

여성의 범주에서 점차 산업의 범주로 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론독자면이 생활면과 비슷하게

3%의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도 돋보인다. 패션이 의

제설정의 기능을 하고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20>은 신문사별로 노출지면의 종류를 파악한

것이다. 동아 한국 문화가 여전히 패션면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반면 조선과 중앙은 경제면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아 한국 문화가 주말판

에 고정된 패션면을 갖고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크

다. 조선과 중앙도 주말판을 내고 있지만 패션기사는

거의 경제부 지면에서 소화된다.

(2) 기사 건당 게재된 사진수

패션뉴스에서 사진은 기사의 보조물이 아니라 주도

적인 정보매체로 활용되고 있다33). 패션 기사 건당 몇

개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신문

의 섹션화 이후 줄기차게 주장되어온‘읽는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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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상독자층-연령별-신문사별

<그림 18>  기사작성자 유형-전체 <그림 19>  패션기사 게재지면의 유형-전체

<그림 16>  대상독자층-연령별-전체



보는 신문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현실화했

는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21>을 보면

일반기사의 경우 신문사간 게재된 사진 건수는 기사 1

건당 평균 0.8개에서 1.3개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톱기사의 경우 한국 동아 문화는 기사 1건당 4개

이상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을 주도적인 정보매체로

활용하고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3) 사진편집상 노출브랜드(인지 가능 브랜드)의

유형

<그림 22>는 패션기사에 함께 게재된 사진의 출처를

살펴본 것으로 국내브랜드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해외도 35%로 거의 대등한데다 혼

합 사용된 경우가 26%에 달해 국내 패션지면이 해외

브랜드 소개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은 이를 다시 신문사별로 분류해 살펴본

것이다. 조선과 동아는 해외브랜드 제공 사진이 국산

브랜드의 거의 두배에 육박했다. 이 두개 신문이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류층 고객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혼합까지 포함할 경우 기사 3건중 2건

은 해외브랜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이상과 같이 국내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역사와 현황

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신문 패션저널리즘의 효시는 국내 근대적

민간신문의 효시로 꼽히는 독립신문에서 시작됐다. 패

션저널리즘의 태동기 던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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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패션기사 게재지면의 유형-신문사별

<그림 21>  톱기사/일반기사 사진수

<그림 23>  기사의 편집상 노출 브랜드의 유형-신문사별

<그림 22>  기사의 편집상 노출 브랜드의 유형-전체



간 신문은 구습타파와 신생활 수립을 위한 도구로서

의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여론을 통합하

는 기능을 수행했다.

한국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계몽적 패션저널

리즘의 시대 다. 의생활관련 기사는 문화면 가정란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왜소한 처지 으며 양복문화의 급

속한 전파와 함께 서구문물을 제대로 입는 법을 알려

주는 다양한 계몽기사들을 다뤘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말까지는 서구유행의

전파기 다. 신문 여성란에 최초로 패션란이 고정되고

최초의 남성패션쇼가 열리는 등 사회적으로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문은 이전의 계몽적 태도 대신

사교와 상류사회의 에티켓으로 패션을 다루었으며 파

리의 최신유행정보를 제공하는 데 열심이었다.

1980년부터 1997년은 신문 패션면의 독립과 내적

성숙기 다.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컬러TV

와 아시안게임 올림픽 유치, 신문사간 카르텔 붕괴에

따른 증면경쟁, 섹션화는 화려한 컬러로 제작된 패션

기사를 독립지면을 통해 선보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IMF체제는 패션저널리즘에 암흑기

를 가져왔다.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회전체에 활기를 불

어넣은 2000년대 초반, 패션저널리즘은 상업화·시각

화· 로벌화 시대에 돌입했다. 정보화사회의 발달로

세계 패션계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국내에 소개되면서

패션면은 여성의 전유물에서 탈피해 남성독자까지 끌

어안으며 역을 확장했고 패션을 문화와 산업의 일부

로 취급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다만 때

마침 불어닥친 명품바람에 편승하려는 신문사의 노골

적 상업성으로 인해 패션기사의 상업화와 명품지향도

두드러지고 있어 적절한 대안이 요구된다.

종합일간지의 패션기사는 의류기사가 중심이며 트

렌드 정보 보다 시즌성 상품정보 제공이 더 우선되고

있다. 패션기사의 정보원은 제조업체나 제조업체가 고

용한 홍보대행사인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 패션관련

기사가 업체의 홍보전략에 좌우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신문 패션기사는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아우르는 기사

가 절반에 육박, 흔히‘패션은 여성을 위한 지면’이라

는 편견을 뒤엎었다. 대상독자층은 성인이 절대 다수

를 차지한 반면 노년층에 관련된 기사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실버계층의 패션욕구와 패션문

화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신문에서‘패션기사’는‘패션지면에 나오는 기사’와

더 이상 동격이 될 수 없음도 밝혀졌다. 패션기사가

실린 지면을 조사한 결과, 패션면이 과반수를 차지하

기는 했으나 기사 세 건중 한 건 정도는 경제면에 실

렸다. 이는 패션이 여성 혹은 생활의 범주에서 점차

산업의 범주로 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여

론독자면도 패션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는데 이는 패션

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설정의 기능을 갖추고 있

음을 입증한다.

패션뉴스에서 사진은 기사의 보조물이 아닌 주도적

시각정보로 자리잡는데 성공했으나 동시에 해외 명품

브랜드 선호를 조장하는 첨병노릇을 한다는 우려도 낳

고있다. 몇몇 신문은 해외브랜드 제공 사진이 국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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