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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hats in the advertisements of the newspapers from the Greater 
Korean Empire to the Time of Independence. There were Yeomo(禮帽), Jungsanmoja(中山帽子), 
Jungjeolmoja(中折帽子), Women's hat, Undongmoja(運動帽子), and Hakdomoja(學徒帽子) from 
1897 to the 1900s. The names of the hats were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s as there was no 
specific name for women's hats. There were a lot of hats in the 1910s; Jungjeolmoja, Jungsanmoja, 
Hukyeomoja(黑禮帽子), Panama, Doriuchi(鳥打;とり-うち), Maggomo(麥程帽), Ilkyomoja(一交字帽), 
cheongyeonmo(靑年帽), Jajacheongyeonmo(刺子靑年帽), Hakaaksangmo(學生帽), Undongmo, Laparyunmoja, 
Banghanmo(防寒帽), Mokchulmo(目出帽), Pungbangi(風防耳), Nambaui, and Pungdongi(風憧耳). 
Most of the hats were western hats for men. From the 1920s to 1930s, the hats were classified as 
to the shape and uses as compared to before that period. The hats were advertised in the news-
papers such as Jungjeolmoja, Jungsanmoja, Panama, Doriuchimo, Maggomo, Ilkyomoja, cheon-
gyeonmo, Jajacheongyeonmo, Hakaaksangmo, Undongmo, Banghanmo, Mokchulmo(目出帽), Adong- 
mokchulmo(兒童目出帽), Pungdongi, and Pungchasamsangun(風遮三山巾). There is little in-
formation about hats from the late 1930s to the time of independence because of the censorship 
of the press. The hats during that period were almost the same as the before that time. There 
was a new name of a cap, Jeontumoja(戰鬪帽子) which was for a soldier. The hats in that period were 
one of the westernized items with shoes before the westernization of the Korean costume under 
Japanese imperialism. Furthermore, the western hats could be spread by the men who were in 
the center of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women's western hats were not common because 
women had rarely worn them before that period. They just wore traditional winter caps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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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등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유료

로 전달하는 행위로, 글과 사진, 그림 등으로 예상구

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활동이다.1) 특

히 개화기 시대의 의류 관련 광고는 조선의 영세했

던 수공업 수준의 산업체계에 침투할 수 있는 역할

을 담당하면서 외국상품의 국내침투의 길을 제공2)함

으로써, 전환기의 의생활 변혁을 이끈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확인되는 상품들은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이거나 꾸준히 소비자에게 관

심을 받고 있는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에 관한 광고는 대한제국이 건국된 해인 1897

년 독립신문에 ‘서양 신’3)을 판다는 광고가 글로

게재되면서 시작되어 점차 의류소재, 신발, 모자, 의

복 등에 관한 광고가 다량으로 신문매체를 통해 소

비자들에게 소개되었다. 특히 복식이 서구화되는 과

도기인 대한제국 이후부터 광복이전까지의 의류관련

광고들을 보면 신발과 모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4), 신발과 모자는 전환기의 우리 의생활에

서 가장 먼저 서구적인 변화를 수용한 복식 아이템

이었음을 예견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시기 모자 광고

를 일별해 보면 당시 판매된 다양한 명칭의 모자가

삽화, 혹은 사진과 함께 실려 있고 형태와 광고 문구

를 통해 모자 명칭이 세분화 되는 과정과 한 종류의

모자에 대한 몇 가지의 동의어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어, 광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모자들을

시대별로 폭넓게 발췌 분석해 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개항이후의 모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개화기 신문·잡지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남자 모

자의 연구5)가 있는데, 이는 남자 모자가 서구화 되

는 요인에 초점을 두었고, 당시 대표적인 명칭만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광고 속에 보이는 다양한 명

칭들과 시기별 차이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광고

를 중심으로 일제시대(1910년-1945년)복식의 변천내

용을 다룬 연구6)에서는 매일신보에 실린 복식광고
의 빈도분석을 통해 모자에 관한 것을 일부 다루고

는 있으나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홍보되었던 모자

에 대한 명칭, 형태,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또 서양의 여성 모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7)

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사용했던 서구

식 모자를 언급하였으나, 이 역시 당시 광고에 등장

하는 여성모자에 대한 것과 실제로 판매되었던 품목

들은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모자의 명칭과 시대별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

해 보고자, 먼저 복식이 서구화되는 과도기인 대한제

국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 자료 중 각 시기별로 광

고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신문(1896-1899), 황성
신문(1898-1910), 대한매일신보(1904-1910), 매
일신보(1910-), 동아일보(1920-), 조선일보
(1920-), 조선중앙일보(1933-1937)을 대상으로 모
자에 관한 광고를 발췌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광고상에 등장하는 모자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둘째,

각 시기별로 명칭들의 형태, 용도 등을 정의하고 유

사한 종류들을 모아 비교 분석하며, 셋째, 광고 속

모자들의 명칭·형태로 본 특징과 사용자·사용례로 본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궁극적

으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신문 광고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우리나라 쓰개문

화의 특징을 해석해 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제시된 다양한 자료들은 영상 혹은 공연예술에서 대

한제국 이후 광복이전까지의 복식 고증 및 재현 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시기별 모자의 종류
본 장에서는 대한제국이후 광복이전까지 간행된

신문을 10년을 기준으로 1897부터-1900년대, 1910년

대, 1920년대, 1930년대-1945년의 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 신문광고에 소개된 모자들을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1. 1897년-1900년대
이시기의 모자 광고에서 확인되는 명칭들은 <표

1>과 같이 남자용, 여자용, 학생용 모자였다.



服飾 第62卷 4號

- 166 -

명칭

용도
명칭 출처

남자용

禮帽, 中山帽子, 中折帽子
황성신문(1898. 3. 8), p. 3.

대한매일신보(1909. 6. 23), p. 4.

運動帽子
황성신문(1905. 1. 6)

- http://www.presseum.or.kr

여자용 女子用 帽子 대한매일신보(1909. 6. 23), p. 4.

학생용 學徒帽子 대한매일신보(1909. 6. 23), p. 4.

<그림 1> 예모광고

- 황성신문(1898. 3. 8), p. 3.

<그림 2> 1905년 황성신문에 실린 대흑옥상점의 모자광고

- http://www.presseum.or.kr

<그림 3> 중산모자, 중절모자, 여자용모자, 학도모자 광고

- 대한매일신보(1909. 6. 23), p. 4.

<표 1> 1897-1900년대 모자 종류

1898년(광무2년)에는 <그림 1>8)과 같이 ‘예모(禮

帽), 모자(帽子)’의 광고가 등장했는데, 예모는 서양

의 ‘Top hat’ 또는 ‘Silk hat’이라 불리던 서양의 모

자9)로서 우리나라 1910년대 신문자료에서 보면 신랑

의 모자10)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1)는 ‘유행신형(流行新形), 고상우미(高尙優美), 운

동모자(運動帽子)’라 하여 모자에 관한 삽화를 싣고

있는데, 형태를 보면 후일 유행신형과 고상우미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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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모자는 <그림 3>12)의 대한매일신보의 모자

광고에서 확인되는 중산모자(中山帽子), 중절모자(中

折帽子)임을 알 수 있다. 중산모자는 가운데가 높고

둥근 모자13)라는 의미의 한자어이다. 당시 유럽에서

는 1900년에부터 사용한 남자의 모자 중에 둥근모에

챙이 좁고 끝이 살짝 말려 있는 형의 모자를 ‘Derby’

혹은 영국에서는 ‘Bowler’라 하였다14). 중절모자는 가

운데는 접히고 전이 큰 모자15)로 서양에서 ‘Homberg’

라 불리던 모자인데, 그 형태를 보고 한자로 표기하

여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모자는 챙이 좁고 모

체가 여러 조각으로 연결된 모자로 후일 ‘도리우치’

로 불린 캡 형태의 모자임을 알 수 있다.

여자용 모자는 ‘여자용모자(女子用帽子)’이라고 표

기된 서양식 모자가 광고되었다. 프랑스의 복식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자를 ‘straw hat’16)이라

했는데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여성들에게

유행한 모자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4>17)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박에스더의 사진에

서 당시 광고 속에 실린 모자가 확인된다. 이외 학생

용 모자는 ‘학도모자(學徒帽子)’라 하여 광고되었다.

이상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모자는 ‘예모,

중절모자, 중산모자, 운동모자, 학도모자, 여자용 모

자’가 광고되었고, 서구식 ‘여자용 모자’를 제외하면

모두 서구식 남자 모자광고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서구식 여자 모자를 착용한

박에스더

- http://culturedic.daum.net

2. 1910년대
1910년대 모자에 관한 광고는 당시 대표신문인 매

일신보를 통해 다량 확인된다. 매일신보는 1910년
한국인의 언론기관을 허용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가

1904년 영국인 배설(Earnest Thomas Bethell)이 창

간한 대한매일신보를 매수한 뒤 창간한 것으로,

1910년대 유일하게 간행된 일간지이다. 따라서 당시

신문의 기사와 광고는 일본의 영향 하에 있었다. 또

한 매일신보는 광고를 싣는 매체에서 그치지 않고

광고의 효력에 관한 글을 직접 기사나 사설을 통해

실어서 광고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18)

1910년대의 모자광고는 <표 2>와 같으며, 이전부

터 광고된 예모, 중절모자, 중산모자, 운동모자, 학도

모자와 함께 명칭이 구체화되고 형태나 재료도 다양

해진다. 광고된 모자명칭들의 대부분은 한자로 표기

되었고, 라파륜모와 남바위는 한글로, ‘파나마(バナ

マ帽), 맥고자(麥ワラ帽)’19)는 한글과 일본어가 혼용

되어 표기되었고, 도리우치[조타(鳥打(とり-うち))]

는 한자와 일본어로, ‘Straw Hat’은 영어로 표기되어

광고되었다.

<그림 5> 추동모자 광고

- 매일신보(1912. 9. 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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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용도
명칭 출처

남자용

中山帽子, 中折帽子, 運動帽子, 黑禮帽子, 防寒

帽子, 駿冬帽子, 파나마(バナマ帽), 紳士形파나

마, 卷파나마, 鳥打(とり-うち)帽, 고자(麥稿

帽, 麥ワラ帽), 一文字帽, 靑年帽, 刺中折, 라파

륜모, 目出帽風憧耳, 風防耳(남바위)

매일신보(1912. 9. 15), p. 1.

매일신보(1913. 6. 1), p. 3.

매일신보(1913. 10. 2), p. 3.

매일신보(1913. 10. 24), p. 3.

매일신보(1913. 11. 27), p. 2.

매일신보(1915. 5. 6), p. 2.

매일신보(1917. 4. 3), p. 1.

매일신보(1918. 5. 9), p. 3.

매일신보(1918. 5. 30), p. 1.

매일신보(1918. 11. 6), p. 3.

매일신보(1919. 5. 2), p. 2.

여자용 風憧耳, 風防耳(남바위) 매일신보(1918. 1. 17), p. 3.

학생용 學生帽子

매일신보(1911. 11. 28), p. 3.

매일신보(1913. 11. 27), p. 2.

매일신보(1918. 11. 27), p. 3.

아동용 小兒帽子 매일신보(1912. 9. 15), p. 1.

<표 2> 1910년대 모자의 종류

1910년대 광고에 소개된 모자들은 모물(毛物)로

광고된 전통식 방한모를 제외하고는 서구식 남자모

자였는데, 이들 모자의 98%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

였으며20), 일부는 영국 등의 서구에서 직접 수입21)

하여 판매하였다.

<그림 5>22)와 같이 중절모자는 중산모자와 같이

1910년대에도 꾸준히 광고되고 있어 당시 인기 품목

으로서 사계절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형태

가 확인되지 않은 준동모자(駿冬帽子)23)는 중절모자

의 삽화와 함께 ‘흑례모자, 학생모자, 중절모자, 방한

모자’ 등과 함께 광고되었는데, 당시 중절모자가 겨

울에도 사용된 점과 한자의 뜻으로 보면 ‘빼어난 겨

울모자’로 풀이되어 중절모자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흑례모자는 이전시대의 ‘예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1910년대에는 명칭만이 확인된다.

<그림 6>24)은 ‘파나마, 일문자모, 청년모, 도리우

치’가 확인된다. 파나마는 ‘Panama’라는 풀의 줄기로

만든 여름에 쓰는 모자25)로 <그림 7>26)과 같이 주로

고자 또는 맥고모와 함께 광고되었다. 맥고자, 맥

고모는 밀짚으로 만든 모자27)로 <그림 8>28)과 같이

영어로 ‘straw hat'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주

로 4월, 5월경에 춘하용 모자로 광고되었다. 종류에

는 신사형(紳士形) 파나마와 말을 수 있는 형태인

‘권(卷)파나마’가 있었다. 일문자모(一文字帽)는 광고

에 실린 모양으로 보아 파나마나 맥고로 만든 봄, 여

름용 모자인데 모체가 편편하여 붙여진 한자어 명칭

으로 해석된다.

청년모(靑年帽)는 <그림 6>에서 보면 파나마와 유

사한 형태의 것으로 확인되는데, 1920년대 확인되는

청년모와는 다른 형태로서 형태 보다는 당시 젊은

층의 모자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9>29)와

같이 자중절(刺中折)은 중절의 형태에 모체의 양쪽

이 눌려진 모양이다. 이는 1920년대 광고되는 ‘자자

청년모(刺子靑年帽)’인 것으로 확인된다.

도리우치[조타(鳥打(とり-うち))]는 <그림 6>에서

와 같이 1900년대 확인되는 운동모자 형태이다. 형태

에 따라 요부(腰付)와 팔방(八方) 도리우치가 있는

데, 요부는 모체와 앞의 작은 챙 사이에 띠가 둘러져

있는 것이고, 팔방은 모체가 여덟 개의 각으로 이루

어진 것이다. 이 명칭은 사냥 모자를 의미하는 일본

어30)로 영어로는 ‘hunting cap’이며, 명칭을 통해 일

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9>

에서는 ‘경쾌한 鳥打’로 광고하고 있으며, 모든 계절

의 광고에서 확인된다.

라파륜모는 <그림 10>31)과 같이 핼맷 형 모자로

쓰기가 불편하여 1910년대 이후에는 광고에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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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파나마, 일문자모, 청년모, 팔방조타, 요부조타 광고

- 매일신보(1917. 4. 3), p. 1.

<그림 7> 파나마, 맥고자 광고

- 매일신보(1917. 4. 8), p. 1.

<그림 8> 맥고모자 광고

- 매일신보(1918. 5. 9),

p. 3.

<그림 9> 중산, 중절, 자중절, 조타 광고

- 매일신보(1918. 11. 6), p. 3.

진다.32)

모물(毛物) 광고33)에서 확인되는 전통 방한모는

<그림 11>34)과 같이 ‘풍방이(風防耳) 일명 남바위’,

<그림 12>35)의 ‘풍동이(風憧耳)’라 하여 광고되었고,

광고를 통해 모두 같은 형태를 지칭하는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방한모 외에도 방한용 모자로

<그림 13>36)에서 ‘목출모, 방한모’, <그림 14>37)에서

‘방한모’가 광고 되었다. 목출모(目出帽)는 국어사전

에 ‘눈만 내놓고 온 머리 부분을 감쌀 수 있게 털실

로 만든 방한모'38)로 정의 되어 있는데, 일본어 사전

에는 이를 ‘메데보우(めでぼう)’39)라고 하고 같은 의

미로 정의되어 있다. 당시 일본으로부터의 모자 수입

이 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목출모(目出帽)라는 새

로운 이름의 방한모도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

능성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전에도 방한모자의 하

나로 기록되어 있어 그 유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

렵다. 그런데 1925년 신문기사40) 중에 ‘이전에는 외

국에서 수입하였으나 평양에서 생산한 목출모의 판

매가 나아지고 있다’는 기록이 확인됨으로써 원래는

수입된 품목이었으나 점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도 동일한 표기의 명칭

이 있음을 볼 때 원산지는 일본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방한모’라고 광고된 모자는 <그림 14>에서 보

면 모체가 여러 조각으로 연결되고 챙이 좁은 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1910년대 신문자료를 통해 본 모자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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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라파륜 모

- 매일신보(1913. 6. 1),

p. 3.

<그림 11> 풍방이 광고

- 매일신보(1913. 10. 24),

p. 3.

<그림 12> 풍동이 광고

- 매일신보(1918. 1. 17), p. 3.

<그림 13> 방한모자, 도리우치모자, 중절모자,

학생모자의 광고

- 매일신보(1913. 10. 21), p. 2.

<그림 14> 왼쪽부터 목출모, 학생모, 방한모, 조타모, 중절모, 중산모

- 매일신보(1918. 11. 27), p. 3.

이전과 같이 남성용 서구식 모자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중절모가 가장 많이 광고되었고, 도

리우치도 계절에 상관없이 광고되었다. 방한용 모자

는 전통모자에서 유래한 풍방이(남바위, 풍동이)가

광고되었고, ‘목출모’, ‘방한모’라고 기록된 모자가 광

고되었다. 이중 풍방이 즉 풍동이는 남녀가 모두 사

용한 방한모로서 전통식 모자의 유형으로는 유일한

품목이었다.

3. 1920년대
1920년대 광고에서 확인되는 모자는 <표 3>과 같

다. 1920년대에는 언론탄압이 완화되면서 일본의 경

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근대 광고의 전성기라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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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용도
명칭 출처

남자용

中山帽子, 데라이 型, 中折帽子, 中折驄帽, 運動

帽子, 黑禮帽子,

파나마(帽子), バナマ紳士形, 紳士形파나마, 卷파

나마,一文字帽, 맥고모(麥程帽), 鳥打(とり-うち

帽, 靑年帽, 刺子靑年帽, 糸製靑年帽, 羽緞帽, 農

帽, 白色特製帽, 防寒帽, 目出帽, 風憧耳, 風遮,

風遮三山巾, 三仙巾

동아일보(1920. 7. 24), p. 4.

매일신보(1922. 1. 11), p. 3.

매일신보(1922. 5. 14), p. 3.

매일신보(1923. 10. 17), p. 3.

동아일보(1924. 5. 8), p. 3.

동아일보(1924. 5. 11), p. 4.

동아일보(1924. 5. 17), p. 1.

동아일보(1924. 6. 5), p. 3.

동아일보(1924. 12. 20), p. 3.

동아일보(1925. 12. 8), p. 2.

동아일보(1926. 3. 23), p. 4.

동아일보(1926. 11. 8), p. 2.

여자용 風憧耳, 風遮, 風遮三山巾, 三仙巾

동아일보(1925. 12. 8), p. 2.

동아일보(1925. 12. 23), p. 2.

동아일보(1926. 11. 8), p. 2.

학생용 學生帽

매일신보(1922. 1. 14), p. 1.

매일신보(1922. 3. 26), p. 1.

동아일보(1924. 2. 22), p. 2.

동아일보(1924. 5. 17), p. 1.

동아일보(1926. 6. 7), p. 1.

동아일보(1926. 7. 30), p. 2.

아동용
小兒色麥帽, 兒童目出帽,

男女兒童風憧耳
동아일보(1925. 12. 23), p. 2.

<표 3> 1920년대 모자의 종류

큼 다양하고 진보된 형태의 광고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광고의 내용은 점차 부유층에서 일반 대

중의 시선에 비중을 두어 제작하게 된다.41)

1920년대 초반에는 모자광고와 더불어 <그림 1

5>42)와 같이 파나마 세척소 광고가 확인되는데, 기존

의 것을 보존하는 방법도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파나마는 주로 봄, 여름에 사용하

는 모자로, 1910년대 이후 꾸준히 광고되었다. 맥고

모는 모체가 평편한 ‘일문자맥고모(一文字麥稿帽)43)’

혹은 ‘맥고일문자(麥稿 一文字)44)’와 청년들이 사용

하는‘청년맥고모(靑年麥稿帽)45)’가 광고되었다.

중절모는 용도, 재료, 색 등에 따라 수식어가 다양

하게 제시되어 광고 되었다. 재료로 보면 고려모

직46), 중절총모(中折驄帽)47)가 있고, 형태로는 <그림

16>48)과 같이 챙의 끝이 말린 형태의 ‘데라이 형

(型)’이 있다. ‘데라이’는 일본어의 ‘てらい’49)로 ‘자랑

하여 드러내 보임’이라는 의미인데, 중절모의 일부를

세련되게 변형하여 붙인 명칭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

절모는 다양한 색상이 있다고 광고되었고,50) 상인(喪

人)용으로는 백색특제모(白色特製帽)51)가 광고되었

다. 청년모는 1910년부터 광고된 명칭으로, 재료로

보면 <그림 18>52)의 ‘사제청년모(糸製靑年帽)’가 있

고, 형태로는 앞서 언급한 <그림 17>53)의 자자청년모

(刺子靑年帽) 혹은 <그림 19>54)의 청년향자자청년모

(靑年向子刺子帽子)가 광고로 확인된다.

학생모(學生帽)는 2월55) 3월 7월56) 8월57) 등 신

학기에 주로 광고되었고, 그 외에도 <그림 18>, <그

림 19>와 같이 20년대 꾸준히 광고되었다.

겨울용 모자에는 방한모, 목출모, 풍동이, 풍차, 풍

차삼산건 등이 확인된다. 방한모는 <그림 17>에서 확

인되듯이 모체중심이 안으로 접히고 털로 된 원통형

의 모자로서 1910년대의 방한모라 지칭했던 조각이

연결된 둥근 모체에 좁은 챙이 달린 형태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0>58)의 풍차는 풍차(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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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파나마 세척소

- 매일신보(1920. 4. 30), p. 1.

<그림 16> 중산모, 청년모, 데라이 형

- 동아일보(1924. 10. 28), p. 3.

<그림 17> 중절모, 청년모, 자자청년모, 방한모, 조타모, 학생모, 목출모,

아동목출모 화선모자점

- 매일신보(1923. 10. 17), p. 3.

<그림 18> 사제청년모

- 동아일보(1924. 5. 11),

p. 4.

건)(風遮(三仙巾))59), <그림 21>60)에는 풍차삼산건

(風遮三山巾)이 확인되어 같은 명칭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21>에서 보면 풍차 또는 삼산건은 볼끼가

달린 형태로서 풍동이와 구별되는 형태였고, 풍동이

는 성인남녀와 남녀아동용, 풍차는 남녀용이 광고되

었다.

이상으로 1920년대 모자는 주로 남자, 학생,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1910년대보다 형태, 용도, 재

료 등이 세분화되어 광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 방한용 모자만이 여성용으로 광고된 점은 1910

년대의 양상과 같았다.

4. 1930년대-1945년
1930년대는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1945

년 8 ·15광복을 맞을 때까지 일본에 의해 탄압을 받

아 잡지나 신문 등의 언론은 ‘암흑기(暗黑期)’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물자부족현상이 가속화되

어 경기가 후퇴되고 경제통제가 강화되었다.61) 따라

서 1930년대 말부터 광복이전까지는 복식과 관련된

광고의 양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시기 모자광고는

<표 4>와 같다.

1930년대에는 ‘중절모, 조타모’62), 학생들의 교복

광고 속에서 확인되는 학생모63), 스트로-햇과 파나

마64)가 여름용 모자로 광고되었고, 전투모(戰鬪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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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용도
명칭 출처

남자용
中折帽, 鳥打帽, ベロア―帽子, 戰鬪帽子, 스트로

-햇, 파나마

동아일보(1930. 11. 10), p. 1.

매일신보(1934. 9. 16), p. 1.

매일신보(1934. 10. 20), p. 7.

매일신보(1939. 4. 22), p. 3.

매일신보(1939. 4. 29), p. 2.

동아일보(1939. 10. 11), p. 3.

동아일보(1939. 11. 16), p. 3.

학생용 학생모 매일신보(1934. 10. 29), p. 3.

<표 4> 1930년대-1945년 모자의 종류

<그림 19> 최신식 중절모자, 청년향자자모자, 신식조타모자, 최신형중산모자, 각종학생모자

- 동아일보(1924. 10. 7), p. 3.

<그림 20> 남녀 풍동이, 풍차

- 동아일보(1925. 12. 23), p. 2.

<그림 21> 풍동이, 풍차삼산건

- 동아일보(1925. 12. 8), p. 2.

새롭게 광고되었다.

중절모는 그 횟수는 줄었지만 꾸준히 광고되었고,

양복광고65) 속에서 의복과 함께 착장된 모습으로도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림 22>66)와 같이 중

고 중절모자의 광고가 확인 되는데, 중절모를 미국제

의 ‘베로아 모자(ベロア―帽子)’67)라고 표기하여 광고

하기도 했다. 당시 중고모자의 광고는 모자의 활용이

적어지고 새로운 모자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상황이여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인 중절모자가 광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도리우치는 <그림 23>68)과 같이 스웨터나 잠바

등의 활동적인 의복 광고의 삽화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24>69)의 전투모는 <그림 25>70)의 국민복의

한 품목으로 사용된 모자와 형태가 유사한데, 이는

당시 전시상황에 필요한 모자로서 광고를 통해 시대

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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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고 중절모자

- 동아일보(1939. 11. 16), p. 3.

<그림 23> 도리우치모자의 착용모습

- 동아일보(1939. 10. 25), p. 3.

<그림 24> 전투모자

- 동아일보(1939. 10. 11), p. 3.

<그림 25> 국민복의 모자

- 매일신보(1940. 11. 2), p. 8.

연대 모자 광고의 특징

1897년-1900년대 서구식 남자, 여자의 모자 광고 시작

1910년대 용도별 다양한 모자광고

1920년대 소재, 색 다양. 기존의 모자에 변형된 형태들이 광고

1930년대-1945년 모자광고의 감소. 제복에서 모자착용

<표 5> 시기별 모자광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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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명칭 A. . B. C.
D.

한자어

禮帽, 中山帽子, 中折帽子,

女子用帽子, 中折驄帽, 駿

冬帽子, 鳥打帽, 麥程帽,一

文字帽 靑年帽, 刺子靑年

帽, 農帽, 防寒帽

運動帽子, 學徒帽子, 學生

帽子
防寒帽, 小兒帽子, 目出帽

風憧耳, 風防耳, 風遮, 風

遮三山巾

일본어 バナマ とり-うち - -

영어 Straw Hat - - -

한글 파나마, 스트로-햇 - 라파륜모 남바위

<표 6> 광고된 모자의 명칭과 형태 분류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모자는 이전보다 종류가

단순화되고 광고의 횟수도 줄어들었다. 특히 1940년

대 이후의 모자는 판매를 위한 광고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약 광고의 삽화에서 전투모를 쓴 남성, 조바

위를 쓴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러한 현상은 새롭게 소개할 상품이 없었거나 그 사

용례가 줄어 중요한 판매 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대한제국이후부터 광복이

전까지의 모자광고의 시대별 특징은 <표 5>와 같다.

Ⅲ. 모자의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광고에서 실린 모자들을 명칭과 형태,

사용자와 사용례의 구분에 따라 확인되는 모자의 특

징을 분석하였다.

1. 명칭과 형태로 본 특징
광고 속에 확인되는 모자들은 <표 6>과 같이 명칭

과 형태로 구분된다. 명칭은 한자어, 일본어, 영어,

한글로 표기되었으며, 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

었다. A형은 머리에 밀착되는 모체부분과 가리는 부

분인 챙으로 구성된 형태, B는 모체와 앞부분에만

챙이 있는 형태, C는 챙이 없이 머리 부분을 감싸는

형태, D는 머리 부분과 귀, 목 부분을 가려주는 형태

로 분류할 수 있다.

명칭으로 보면 한자어로 표기한 명칭들이 가장 많

았고, 다음은 한글, 일본어, 영어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수의 한자들은 당시 일본에서도 함

께 사용된 명칭들이었다. 또한 당시 언론매체들은 일

본에 의해 검열을 받고 있었고, 광고는 근대화를 위

해 물품을 팔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였으며71),

일부분은 일본의 광고가 국내신문의 지면을 장식하

기도 하였다.72)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이미 서양문화를 받아들이

면서 복식 또한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림

26>73)과 같이 1867년에 이미 서구식의 의생활에 대

한 책이 소개되었고 서구 모자인 ‘hat, cap’이 일본어

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74)과 같이

1901년 도쿄풍속지에는 일본의 성인모자와 아동모

자가 겨울용, 여름용 나뉘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은 우리나라 1910년대~1920년대 광고에서 확인되는

모자들이었다. 따라서 광고 속에 확인되는 모자의 명

칭들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서 우리복식의 서

구화에 일본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로 본 결과 A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B형

태가 많이 광고 되었다. 두 형태 모두 서구식 모자

형태로 1910년 이후 1920년대에 광고가 급증하였다.

광고가 급증한다는 것은 새롭게 소개할 상품이 지속

적으로 제공된다는 것과 함께 대중들에게 그만큼 관

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의관정제를 중요시 하였던 민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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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양의

의식주(1867)의 의(衣) 소개

-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p. 162.

<그림 27> 도쿄풍속지(1901) 일본 모자의 종류

- 일본근대의 풍경, p. 293.

로서, 모자는 전통적인 우리의 의생활 문화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 복식 품목이지만 근대로의 전환기에

남자들은 다른 여느 복식 품목보다도 먼저 일상생활

에 서구식 모자를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서구식 모자의 수용이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28>75)과 같이 당

시의 사진 속에서 종종 전통복식에 서구식 모자를 쓰

고 있는 모습들이나 모자와 관련된 산업이 급증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양의

<그림 28> 두루마기에 서양식모자

- 매일신보(1917. 5. 19), p. 3

광고가 신문에서 확인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서구화된 모자 중에서도 1900년대부터 1945년대까

지 꾸준히 사용했던 모자는 중절모자였다. 중절모자

는 형태, 용도,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새롭게 생산되었고, 1930년대 전시상황 속에서는 중

고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품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 명칭과 형태로 본 우리의 관모문화는 당

시 일본에 의한 수동적인 자세로 1910년대 이후 급

속히 전통의 관모를 외면하고 서구식으로 변화되었

고, 이러한 변화된 풍속은 적어도 본 연구의 제한시

기인 1945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용자, 사용례로 본 모자의 특징
신문광고에 실린 모자 광고는 남자의 것이 대부분

으로 성인용, 학생, 아동용으로 분류되었고, 여성의

것은 서양식 모자 1건과 모물(毛物)로 소개된 방한

모가 대부분으로 남녀의 모자광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서양의 여성지에서 보면 여성의 모자가 발달

된 시기였음에도 여성의 모자는 광고되지 않고 <그

림 29>76)와 같이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서

양식모자의 착용 예를 확인할 수 있거나 <그림 3

0>77)의 여성의 수식에 관한 기사에서 아얌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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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서구식

모자를 착용한 여인

- 매일신보(1912. 12.

22), p. 2.

<그림 30> 여성의 머리

수식

- 매일신보(1918. 1. 1),

p. 2.

<그림 31> 화장품 광고 속의 서구식 모자를 쓴

여인

- 동아일보(1926. 12. 8), p. 3.

<그림 32> 남자와 여자의 모자 착용의 차이

- 매일신보(1917. 5. 19), p. 3.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1>78)과 같이 화

장품광고에서 양장과 함께 서구식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한다. 여성에 있어 양장은 1899년부

터 소개되었고, 1900년 초기에 학교에서는 이미 쓰개

치마를 벗게 하였으며, 1907년 숙명 여학교의 여름교

복에 양장이 도입되면서 교모로 본넷(bonnet)을 착

용하게 된다. 또한 191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각모가

이화여전의 졸업식 가운과 함께 등장하고 상류 사회

에서는 ‘Canotier’와 ‘Capeline’을 쓰기 시작 했다.79)

이처럼 여성의 모자는 일부에서 착용하고 있기는 했

으나 광고로 홍보된 여자 모자는 거의 없었는데, 소

비자인 여성들이 인쇄매체인 신문을 접할 기회가 남

성에 비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우

리나라 관모의 역사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모자는 폐면을 위한 것과 방한용의 모물

을 제외하고는 그 용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화를

접한 일부계층과 교육기관에서만 사용되어 광고에서

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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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자에 있어 모자는 시대별로 연령별로 종류

가 다를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조
광(1935)에 실린 ‘단발령 이후 40년; 모자생활’80)이
라는 글을 보면 단발이후 35년간의 자신이 쓴 모자

의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35년전 단발을 하기 전

에는 약 7년간 상투를 틀었고, 이후에는 35년간 모자

를 사용했다는 글이다. 처음에는 조타모자(鳥打帽子),

그 다음은 적선(赤線)과 청선(靑線)을 두른 중학생

모자, 그다음은 사각모자(四角帽子), 그다음은 중절

모자(中折帽子)와 또는 파나마모자, 그다음은 중절모

자와 다시 대학모자, 그다음은 중절모자와 맥고모자

(麥藁帽子), 작년부터는 여름에는 파나마 모자를 사

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작년은 글 쓴 시기

로 보아 1934년으로, 작가는 자신의 35년간의 모자의

변천사를 글로 표현 하였다. 필자가 쓴 글로 미루어

보아 190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지식인들은 서구식

모자를 착용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성년이 된 이

후에는 중절모가 일반적인 남자 모자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 광고를 통해 모자는 <그림 32>81)와 같이 남

녀모자의 사용례에 있어 남자에게는 중요한 복식의

품목으로 사용되었고 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품

목으로서 사용례가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조선시대 관모문화의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이해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제국부터 광복이전까지 당시 대표

적인 신문들의 광고 속에서 확인되는 모자의 명칭들

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명칭들의 형태, 용도,

유사명칭들과의 관계분석, 시대별 광고의 차이를 통

해 쓰개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시기부터 광복이전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본 우리의 모자는 1900년대를 전후로 중산모, 중절모,

운동모자, 서구식의 여자용모자, 학도모자 등의 서구

모자가 유입되었고 점차 그 종류가 확대되어 간다.

1910년 이후 모자는 ‘중절모자, 중산모자, 운동모자,

학도모자, 흑례모자, 학생모자, 방한모자, 소아모자,

운동모자, 준동모자, 파나마, 도리우치, 고자, 일문

자모, 청년모, 라파륜모, 풍동이, 풍방이(남바위)’가

광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남자의 서구식 모자들이 많

이 광고되었는데, 유학생들을 통한 유입과 함께 일본

의 영향력 하에 복식이 서구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는 ‘중절모, 청

년모, 자자청년모, 도리우치, 풍동이, 방한모, 학생모,

목출모, 아동목출모, 중절총모, 도리우치, 우단모, 맥

고모, 소아색맥고, 농모, 풍차, 아동풍동이’가 광고되

었다. 1920년대 모자는 용도, 형태가 세분화되어 광

고되었고 여전히 여자의 서구식 모자광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1930년대부터45년까지 모자는 ‘중절모, 학

생모, 스트로-햇, 파나마, 전투모’가 광고되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로 모자광고의 침체기

로 중고 중절모가 확인되고, 전시상황으로 복식이 간

소화되고, 제복이 많아지면서 학생모, 전투모가 광고

되었다.

시기별 모자광고를 통해 중절모가 전시기를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 모자임을 알 수 있었고, 중절모의

한 유형으로 청년모, 자자청년모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별 모자로 보면 파나마와 스트로 햇,

맥고모가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었고, 중절모와 도리

우치가 봄, 가을, 겨울에 사용되었다. 겨울용에는 전

통방한모인 풍동이 풍차가 있었는데, 풍동이는 풍방

이, 남바위로도 불렸으며 성인남녀와 남녀아동용이

있었고, 풍차는 삼선건, 풍차삼산건과 동의어로서 남

녀용이 있었다. 전통식이 아닌 겨울용 모자에는 방한

모와 목출모가 있었다. 방한모는 1910년대에는 챙이

좀은 형태로, 1920년대는 챙이 없는 털로 된 특정형

태를 지닌 명칭이었고, 목출모는 눈만 보이는 형태의

방한모로 아동용도 함께 광고되었다.

광고에서 실린 모자들은 명칭과 형태, 사용자와

사용례에 따라 구분되었고, 이를 통해 쓰개 문화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명칭으로 보면 한자어로

표기된 명칭들이 가장 많았고, 형태로 본 결과 모체

와 챙이 달린 서구식 모자의 형태였으며, 이들은 대

부분이 일본을 통해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명칭과 형태로 본 우리의 쓰개 문화는 1910년

대 이후 급속히 전통의 관모를 외면하고 서구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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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풍속은 적어도 본 연구의

제한시기인 1945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자와 사용례로 본 쓰개 문화의 특징은 남자에게

는 중요한 복식의 품목이었고 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품목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당시 언론매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의 생활문화와 조선시대

남성위주의 관모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연구되

었기 때문에 실제 각각의 모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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