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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daily life of the Western-yearning Seoul citizens

and the inflow of the Western culture into certain social classes. The customs of the char-

acters in the film <Madame Freedom> are studied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decon-

struction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due to the Western influence. The combined applica-

tion of the Western and Korean styles is also observed.

All this study leads to the sense of homogeneity of the times and the conformity to the

culture the Korean women shared, which boils down to the social identity of the Korean

women who sought an escape from the men-centered social structure by displaying their

competence in the field of global modern fashion.

As Seonyeong Oh,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Madame Freedom>, was wearing in

the movie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socks, rubber shoes, and then a western-style

coat, it well shows that in 1950's, the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were mixed with

Western styles. In time, men's wear wer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to suits, while women's could not break off from the traditional clothes and be-

come westernized, which indicates that the men-centered conservative ideas to keep

women within the feudal regime of the society remained.

The military look of Seonyeong Oh while she was acting in the society was a symbol of

anti-bias against women and anti-convention as well as the will of freedom as an in-

dependent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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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the modern girls would wear clothes of military fashion, Dior's trapeze line, and

knit styles flattering the figures. All these well show their desires to embrace Western cul-

tures, especially their dress fashions as well as manners as so-called enlightened ladies.

All these elements show that the director was trying to represent the progress of the

drama, characters, and psychological states by means of the dress and o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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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바란난 교수 부인이라는 소재로 번에 걸쳐‘ ’ 4

재현된 영화 자유부인 은 년 월부터< (1956)> 1954 1 8

월까지 서울신문 에 연재했던 정비석의 소설을<< >>

영화한 작품이다 처음 제작되었을 때 년대는. 1950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영화의 주제가 대

부분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나 홍보영화가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은 통속적< >

멜로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의 해체와 윤리의식의 와해로 당시 사회적 이

슈를 낳은 자유부인 은 사회상을 통해 세태를 풍< >

자하고 가족의 해체 등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바도 있지만 여성이 방종하면 그 죄의식으로 인해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경계와 유교

적 가치관의 강화라는 계몽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러나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불미한 관계에서도 여성

만이 방종으로 인한 자살시도와 남편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것을 볼 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제도 속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당시 만연

했던 남존여비 사상의 봉건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은 영화사적으로 보면< >

년대 중반 영화제작 열풍에 힘입어 춘향전 과1950 < >

같은 사극장르의 영화의 전성시대에 통속극에 대한

관심이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상업적 측면에서.

는 현대극의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통속극으로서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영화 자유부인 은 년 초연된 이후 번이나< > 1954 4

영화로 재현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영화 무용 패, ,

션쇼와 미디어아트가 혼합된 복합공연으로 재현되기

도 하였다 주인공 오영선은 패션쇼 기획자로 바뀌.

어 사회적으로 일부 성공하지만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대여성들의 직장 내 고민 결혼 육아 같은, ,

가정사와 개인사에서 아쉬움이 남는 일하는 여성들

을 그리고 있다.1) 매체는 달라졌지만 시대를 달리하

며 자유부인 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의 정체성에< >

대한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사회적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에서. < >

그려지고 있는 년대 전후시대 사회상에 비춰진1950

우리나라 여성의 정체성 및 복식의 고찰을 통해 주

체적 여성으로 살고자했던 당시 여성의 삶과 문화적

수용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년대 한국영화의 특징1950

및 영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를 통해 한형모 감< >

독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화 자유부인 에서 캡처한 사진. < > DVD

을 토대로 해방과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전후 복구

기의 미국을 비롯한 서양문화와 문물을 동경하는 서

울의 도시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서구 문물의

유입현상 및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파악하고 영화

자유부인 에 보여진 캐릭터들의 복식을 통해< > 1950

년대의 서양복식의 편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통 복

식의 해체과정이자 서양복의 수용과정인 서양복과

한복과의 혼용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년대의 한국과 서1950

구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찰하여 년대· 1950

세계적으로 유행한 패션 경향을 알아봄으로써 당대

의 가치나 규범 및 취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도

입된 새로운 문화나 관습 태도 등의 생활양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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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체계의 수용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착용했던 복식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공유했

던 시대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조성 및 사회구조 속

정체성을 파악하고 현대패션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민감했던 적극적이며 주체적 여성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당시 여성이 단순히 성적 자유로 표

상되는 서구문물과 문화의 유입에 추종하는 소비주

의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전후 복구시기임

에도 불구하고 서양복식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 다

양한 복식의 유형을 존재하게 하였으며 세계적 유행

과 함께 하였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당시의 취향문화 및 유행은 시대적 정서 및 이데올

로기를 넘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고 있음

을 증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년대 한국영화의 특징 및 영. 1950. 1950. 1950. 1950ⅡⅡⅡⅡ

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 >< >< >< >

년대 한국영화의 특징년대 한국영화의 특징년대 한국영화의 특징년대 한국영화의 특징1. 19501. 19501. 19501. 1950

한국영화는 한국영화사적으로 보면 외국영화가 한

국에 처음으로 들어와 영화관에서 첫 상연된 1903

년 월 이후로 활동사진기의 시기를 거쳐 무성영화6

시기와 발성영화시기를 통해 발달하였으며 그 후에

도 일제 탄압기 및 해방기의 광복영화의 시기와 동

란기에도 영화는 계속 제작되었다 동란기에는. 6·25

계몽물이나 반공물 이외에도 일반 흥행물도 제작,

상영되었으며 년 국산영화 면세조치에 의해1953

년대까지 다수의 영화가 제작되는 양적 팽창기1960

를 거쳤다.2)

분단 전쟁기의 영화계는 시대적 상황으로 물자부

족으로 인해 민간인에 의한 영화보다는 미군과 정부

주도적인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으며 물자부족으로

인해 표준필름보다는 영화제작이 성35mm 16mm

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년대의 영화 붐의 매개로 도시1950

에는 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대중문1950

화가 범람하였다 한국영화는 제작편수 면에서 외국.

영화의 도입편수의 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입체15% ‘

영화까지 내세운 미국영화에 밀린 한국영화 상영을’

위해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를 제한하는 시위와 궐기

대회를 벌여야했다.3)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는 한국 영화상영

관에 홍수를 이루면서 영화 속에 표현된 그들의 생

활방식과 사상은 최고의 것이자 선진으로 가는 이상

향을 꿈꾸게 하는 대리만족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년대 수입된 미국영화의 대부분은 남녀 간의1950

애정을 다룬 것으로 당시 신문들은 이에 대해 애, ‘

정영화 저속한 작품 에로범람등의 용어를 동원’, ‘ ’, ‘ ’

하여 비판을 가하곤 했다.4)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환도와 함께1950

서울로 돌아온 영화인들은 국산영화에 대한 면세조

치라는 정책에 힘입어 이규환 감독 조미령과 이민,

의 춘향전 은 국도극장에 개봉돼 만 명의< (1955)> 10

관객을 동원하여 한국영화의 중흥을 예고하는 디딤

돌이 되었으며 이는 곧 스타체제를 예고하는 출발점

이기도 했다.5)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은 홍서기 감독의 별< > <

아 내 가슴에 최훈 감독의 장마루촌의 이(1958)>, <

발사 등 흥행작들이 말해주듯 통속극에 대(1959)>

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 작품들은 자유.

풍조가 만연시킨 전후파라 하여 아프레게르6)적 애정

편력과 가정윤리 자유부인 또는 좌절을 딛고 일(< >>

어선 참전상이 용사의 의지 장마루 촌의 이발사(< >)

를 담아 전후 사회상을 반영시켰다.7)

영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영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영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영화 자유부인 의 필모그라피2. < >2. < >2. < >2. < >

영화 자유부인 의 감독인 한형모는 년 평안< > 1917

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만주 신경미술전문학교

를 졸업하였다 최인규 감독의 집 없는 천사. <

미술부로 영화계에 데뷔하였다 동 감독의(1941)> .

태양의 아이들 로 촬영감독으로 데뷔하였으< (1944)>

며 성벽을 뚫고 이후 편의 영화를 연출< (1949)> 18

하였으며 년에 타계하였다 한형모 감독은1999 .

년 제 회 국제영화감독상 년 제 회 서울1957 2 , 1957 7

시 문화상을 받았으며 년 사랑하는 까닭에 로1958 < >

제 회 아시아 영화제 향토문화상과 년 언니6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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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괄량이 로 제 회 대종상 편집상을 수상하였> 1

다.8)

미술과 촬영기사로 출발한 한형모는 사랑하는 까<

닭에 등 공식적으로 연출과 촬영을 겸한 작(1958)>

품도 편이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는 작품에서5 ,

도 화면사이즈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일일이 지시하

였다 대부분의 작품을 직접 편집했으며 영상의 구.

도 및 장면전환 등 극적 구성을 다채롭게 함으로써

할리우드식 영상을 연출하였다.9)

소설 자유부인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 ’

화 자유부인 은 키스신이 논란이 되어 전후의 가치< >

관을 엿볼 수 있다 영화 최초의 키스신은 이미 운. <

명의 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유부(1954)> <

인 은 교수부인과 대학생의 키스신과 포옹장면으로>

상영 예정 전날까지 상영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일.

반 여론은 키스신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었으나 국

회 문교 분과의원들과 일부 가정부인이 맹렬히 반대

하여 일부 장면을 삭제하여 개봉할 수 있었다.10)

영화 자유부인 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전후라는< > ' '

현실에 의해 생겨난 양공주 전쟁미망인 아프레걸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회문제와 사회상을 반영한

다 전후라는 사회 맥락은 년대 멜로드라마가 다. ' 50

른 시기의 한국 멜로드라마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50

년대 한국멜로드라마는 환타지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거울이자 동시에 사회상이 반영

된 사회장 의 압축물이다( ) .11)

영화 자유부인 의 년대영화 자유부인 의 년대영화 자유부인 의 년대영화 자유부인 의 년대. < > 1950. < > 1950. < > 1950. < > 1950ⅢⅢⅢⅢ

사회 문화적 배경사회 문화적 배경사회 문화적 배경사회 문화적 배경····

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1. 19501. 19501. 19501. 1950

년대 세계의 사회 문화적 배경1) 1950

년대는 전쟁 후 미 소 대립을 축으로 한 냉전1950 ·

체제 극 세력을 증대한 자본주의국 진영과 사회주,

의국 진영과의 적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온갖 무기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회적 분업화와 세분화

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경제발전과 자본의 축적속도

는 더욱 빨라졌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로 모.

든 물자가 풍부해졌으며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가 도래하였다(consumerism) .12)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변화로 생

활방식이 변화되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대중교.

육이 도입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 의료 위생 교육서비스가 개선된 대도시에 살게,

되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 위생 의. , ,

료서비스 교통 전기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 ,

공받았다.13)

년대가 전시의 물자부족으로 인한 내핍의 시1940

대였다면 이후 다가온 년대는 풍요로움을 만끽하50

기 시작한 시기였다 소비자 중심주의 사회의 원동.

력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있었다 가정용.

전자제품 예를 들면 접시 닦는 기계 텔레비전 스, , ,

테레오 전축 등이 쏟아져 나왔고 자동차 산업은 큰,

호황을 누렸다 특히 년대 풍요의 대명사로 군. 1950

림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었다.14)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의 국제무역회복과 대량소,

비 확산은 모든 선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성장을 고무시켰다 처음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가용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를 구,

매하기 시작했고 비행기 수송료가 절감되면서 미국

적인 해외휴가가 가능해졌다.15)

특히 년대의 미국사회는 차 세계대전이 끝1950 2

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전의 시대보다 성적으로 개방

된 분위기였다 년에는 휴 헤프터가 마릴린 먼. 1953 '

로의 누드 사진을 실은 플레이보이 를 창간하자' 《 》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잡지발행부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만 명이 넘는 독자를 확보하였다700 .16)

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2) 1950 ·

한국의 년대 문화 및 사회제도의 변화(1) 1950

식민지시대를 거처 해방은 일본과의 관계의 단절

을 가져왔으며 변혁적 노동자 농민운동 청년운동, , ,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평등사상이 급속히

전파되었다 평준화는 부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사회가 도래하였으며 그것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육으로 인식되어 교육열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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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또한 인구증가도 경쟁을 유발하였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베이비 붐이 일어나 출산율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열과 경쟁의식의 상승은 이농현상

을 촉발하여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커져 산업화 없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다.17)

한국전쟁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추진된 한글 전용

화정책에 더불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극심.

한 인구이동 속에서 사람들과 문화와 언어 습속 들,

이 뒤섞였고 양반 출신과 지주층을 대신하여 재벌과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재편성은 문치주의와

숭문사상을 약화시켰고 가족의 해체 내지 규제기능

약화현상이 일어나고 성윤리 부정부패 암거래와, ,

좀도둑 등 도덕적 타락상이 대중에 노출되었으며 집

합적 정신적 가치 대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가치,

관이 널리 퍼졌다.18)

정부수립 후 년 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1949 12

해 대학을 년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년제의 초급4 2

대학으로 다양화를 꾀한 이후로 년대부터 대학1950

이 소수엘리트 양성기관으로부터 남녀차이를 넘어

능력을 가진 국민모두에게 개방되는 다수의 국민교

육기관으로 변모하여갔다 그 결과 여성교육은 근대.

화 및 민주화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와 재래의 남녀

평등과 불평등의 인습을 타파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

여하였다.19) 한편 계 품앗이 두레 제사 동제오 조, . , (

상제사 등 기존의 친족적 혈연적 유대가 지역적 사) ,

회적 유대로 전환되었다.20)

전쟁 후의 서구화 및 소비문화(2)

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미 군정기부터 시작된1950

자유주의 의 문화가 싹을 튀었다 미국문(liberalism) .

화의 특징인 개인주의 실용주의 물질주의 개척정, , ,

신 평등주의의 사상과 생활양식이 팽배하였다 일, .

반 대중에게 미국적인 생활방식‘ (american way of

은 언론과 영화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특life)' .

히 년에 시작된 미군방송 이 미국의 대중1957 (AFKN)

음악을 비롯한 미국문화를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부부의 영어상용으로 경무대.

안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으며 그 것이 영어

를 보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21) 도시의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는 미스와 미스터호‘ ‘ ’

칭이 뿌리를 내렸다 영화제목 라디오프로그램 제. ,

목 간판 상품명 유행가의 제목과 가사 문학작품, , , , ,

라디오프로그램 제목 간판 상품명 유행가의 제목, , ,

과 가사 문학작품 제목 등에 영어가 넘쳐나기 시작,

했다 특히 영어식 상품명은 화장품 설탕 양복지. , , .

치약 등 어느 분야에서든 미제 를 선호하는 풍( )

조를 반영하였다.22)

전후 미국문화의 유입은 대중가요에도 영향을 미

쳤다 카우보이 영화가 인기를 끌었듯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리조나 카우보이 샌프란시스코 등, ,

미국이 주요대상이지만 이국풍경을 동경하는 노래가

많은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주한 미 군. 8

캠프촌에서 노래하는 미국 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스타일의 가수도 등장했다 기타부기 등 환락을 추.

구하는 퇴폐적 노래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즐겨 불

려졌다 대중가요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비참 등.

동시대의 민족적 비극을 노래한 트롯이 부활하여 단

장의 미아리고개 굳세어라 금순아 등이 인기를 끌,

었다.23)

그 외에도 한국일보 년 월 일자 신문기사1956 9 9

에는 댄스바람에 바람난 불륜의 처를 살해 계“ !”, “

에 실패한 여인음독자살 같은 기사가 매일같이 각!”

신문의 제 면에 장식되었다3 .24)

해방이후 신문 잡지의 발간이 증가되면서8·15 ·

년대 중반부터는 서울신문에서 여성 난 제작에1950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잡지의 경우도.

해방 후 여종에 이르는 잡지가 연이어 창간됨으로50

써 잡지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여성지인.

여성계 여원 등이 창간되< >(1953.12), < >(1954.10)

었다.25)

또한 년대 후반 종전 이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50

는 부인생활 등의 여성잡지 등이 수입되었고 년‘ ’ 50

대 중반부터 외국에서 수입한 총천연색 영화인 분<

홍신 파리의 아메리카인 등이 상영되었으며>, < >

년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개최되기도 하1953

였다 미인의 조건은 얼굴뿐 아니라 체격도 잘 생겨.

야 한다는 뜻에서 등신이란 말이 생겼으며 이 용어8

는 그 후 미인이 대명사로 사용되었다.26)

수영복 차림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패션쇼 여,

름이면 서울의 뚝섬유원지를 가득 메우곤 했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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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림의 여성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교통안전 캠페

인의 일환이었던 년의 교통안전여왕 선발대회1959

조차도 수영복 심사를 하였다 남녀가 마주보는 키.

스직전의 광고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광고 그림, ,

이나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는 신문의 자극적인 외

국영화 광고 자유연애나 춤바람 성적인 방조풍조, , ,

수만 명의 윤락녀들 누드모델이 돈 잘 버는 새 직,

업으로 신문에 소개되고 카바레나 바 등이 밀집된

서울과 부산의 도시를 범죄와 타락의 장소로 간주하

였다.27)

여성의 지위변화 및 여성의 정체성(3)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속해있던 여성의 지위는 한

국전쟁 이후 변화되었다 그러나 년대는 여전히. 1950

여성의 정조와 남성의 정조가 달리 인식되었으며 여

성을 비하시키고 남성에 종속적인 인물로 평가되었

다.

식민지 시기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족관계에서 행

위의 주체는 주로 남편인 남성이었고 그 대상자는,

처 또는 첩이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행

위의 주체가 처와 첩 곧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하였,

다.28)

전쟁의 영향으로 년대 여성들은 사적영역에1950

서 공적영역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서구의 자유스,

러운 풍조가 급격하게 유입돼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

적인 가치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따라서.

돈과 물질적인 가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29) 당시 여성들을 문제시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글과 담론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또한 전쟁에.

의한 전쟁미망인이 많이 생겨났고 외국군의 주둔지,

주변에 양공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30) 미망인은

가정을 경시하고 허영과 향락에 빠진 자유부인이‘ ‘

라는 당시의 사회적 규정은 여성은 항상 역사의 타

자로서 주변인으로서 존재해왔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독립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31)

반면에 년의 박인수 사건은 성문란의 대명사1955

처럼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여대생 등 여명의 여. 70

인을 농락한 혐의로 대의 박인수가 구속된 이 사20

건은 판사가 법은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을 보호한“

다 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볼 때 당시 여성”

에 대한 남존여비사상을 엿볼 수 있다.32)

년대는 미군 군정으로 인한 미국의 원조를1950

통해 유입된 미국문화가 한국에 정착되어가는 과정

및 전통사회구조의 붕괴와 법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문화구조의 변동이 많았던 시대

였다 그로인해 여성이 사회진출의 기회를 얻었을.

수 있었던 반면 남성들은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으로 신.

교육을 받은 여성을 당시 가부장적 남성의 폄하된

잣대로서 자유연예를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상으

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가족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시대였다.

년대 복식경향년대 복식경향년대 복식경향년대 복식경향2. 19502. 19502. 19502. 1950

년대 서구복식경향1) 1950

년대는 와 잡지가 화장품 광고시장을 선도1950 TV

해 나갔다 와 잡지에 등장한 화려한 모델은 사춘. TV

기 소녀의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33) 영국의 테디보

이 가 바지 넥타이 재킷을 입고 다녔다(teddy boy) , ,

면 미국은 블루진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 스

타일이 미국 십대들의 패션이었다 미국 군인들이.

착용했던 흰색티셔츠는 제 차 대전과 차 세계대전1 2

동안 군인들의 땀 흘리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거의 모든 광고에 군인들이 등장하

였으며 이는 유럽 전역에서도 힘의 선망으로 다가갔

다.34) 또한 캐주얼한 고급 기성복을 제작하는데 주

력하였으며 여성복의 경우 바지 착용이 일반화 되었

다 특히 년에는 리바이스사 의 등장. 1951 (Levi's )

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다.35)

제 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의 오뜨 꾸뛰르는 디올2

의 라인 알파벳시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기본적.

인 실루엣의 변화는 허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가는 허

리 하이웨이스트 로웨이스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

그 후에는 허리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킨 무릎

바로아래까지 오는 길이의 색드레스 를(sack dress)

유행시켰다.36)

년대 산업화의 촉진과 소비의 증가는 패션산1950

업발달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한편 가부장적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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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팽배하여 순종적이며 모성애적 여성상을 이상적

인 여성상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비하시켜 관능적인 여성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37)

당시 여자구두는 앞부리가 뾰족해지고 뒤 굽의 힐이

가늘고 높아졌으며 모자는 작은 형태로 다양했으나

대부분 여성들은 장방형 스카프를 썼다.

년대 남성패션은 피에르 가르댕1950 (pierre

에 의해 처음 소개된 어깨가 좁은 플란넬로Cardin)

된 버튼의 싱클 슈트가 유행2~3 38) 하였으며 남성복

생산시설의 기계화가 확산되었다 남성복 생산시설.

의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량소비에 대한 대량생

산 시스템을 갖추고 남성복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의

기성복 업계가 장악하였다.39)

년대 한국복식경향2) 1950

한말 이후 양복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양복에.

비추어 한복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었다 년대부터 양복의 수요가 급. 1920

증하여 양복점 경영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기 직

종이 되었다 양복의 착용은 대체로 남성에 한한 것.

이었고 여성에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남성이라고.

전부 양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사 은행 관. , ,

청 학교에 다니는 사람 등 이른바 교육받은 엘리트,

층의 의복이었고 년대까지도 일반화 되지 않았, 1940

다.40) 그러나 해방은 입을 거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미국에서 유입되는 구호물자와 밀수품이 범람.

하면서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전쟁은.

여성들의 일상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제 비로드치마에 일제 양단.

저고리를 걸치는 것은 여성들의 최대소망이었으며

년 여름에는 서울 거리를 휩쓰는 나일론 선풍1954 ‘ ’

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41) 합성

섬유의 대량보급과 양면기와 양말기 등의 국산화는

대중복 시대를 열었다.42)

년 월에 창간된 부인경향 을 보1950 1 ‘ ( )’京

면 현재의 유행은 유명한 디자이나 에 의하여“ -『 』

발생하게 되며 봄 가을 씨 즌에 있어서 마치 전람, -

회를 갖듯이 의상 디자이나 도 창조적 예술적-『 』

작품을 맨들어 발표회를 엽니다“43) 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의복에 대한 유행이나 예술적 감성에 대한 일

반인들의 큰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매력적 의복에 대한 욕구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복을 통제하려 하였

다 년에는 정부에서 복장간소화를 요망하여. 1955

춘 추 등에 국민복 착용하게 하는 등 신생활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서구문.

물의 접촉과 함께 물질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심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다.44)

한편 해외에서 귀국한 교포들의 영향으로 실용적,

이고 기능적인 밀리터리 룩의 테일러 수트가 1945

년 대전이후 즐겨 착용되었다 그 후 드레시한 투피.

스 원피스가 등장하고 이즈음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고급품인 의복소재로 유똥 혼방이 특수층에 입혀,

졌다.45)

전쟁의 참화의 결과 하층계급의 패션은 미국의 구

제품이 입혀지기도 하였다 원조물자에 의한 미국.

스타일 미군과 교류하는 여성들이 도입하는 패션이,

심심치 않게 유행을 만들었다 년대 입혀졌던. 1940

길고 폭넓은 플레어스커트 대신에 년대 와서는1950

길이는 여전히 길었으나 폭이 좁은 스커트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년에는 타이트의 반동으로 다시1959

플레어가 부활하였으며 페티코트가 소개되어 여성적

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세탁과 뒤처리에 손이 많.

이 가던 재래의 면섬유에서 탈피하여 비닐코트나 나

일론 블라우스가 입혀지기 시작했다.46)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을 위한 구제책들도 한국의

빠른 양장화를 촉발시켰다 여성들이 접근하기 용이.

한 생산구조인 의복 수예 편물 미장원 등이 주로, , ,

기반이 되었다 미망인들을 비롯한 여성들을 구제하.

기 위한 정부정책과 여성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회참여는 복식업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

었으며 여성들은 독립적 사회관을 갖게 했다 또한.

년에는 국제 연합한국재건단 계획에1953 (UNKRA)

따라 도입된 재봉기 편물기 등을 비치하여 미망인,

이 옷을 만들고 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47)

남성패션에도 큰 변화가 일어 양복이 귀하던 시대

에 남성패션을 주도한 것은 마카오신사복이었다 당.

시 양복의 옷감을 대부분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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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것이었는데 마카오에서 들여온 옷감으로 옷을,

해 입는 사람들을 일컬어 마카오 신사라고 했다‘ ’ .

당시 마카오 신사는 첨단패션을 표현하는 멋쟁이라

는 이미지로 통했다.48)

영화 자유부인 에 나타난 복식영화 자유부인 에 나타난 복식영화 자유부인 에 나타난 복식영화 자유부인 에 나타난 복식. < >. < >. < >. < >ⅣⅣⅣⅣ

영화 자유부인 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 및영화 자유부인 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 및영화 자유부인 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 및영화 자유부인 에 표현된 당시 사회상 및1. < >1. < >1. < >1. < >

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

근대화 및 서양문물의 도입 및 대중의 소비1)

문화

<Figure 1> Upper class lifestyle in 1950s,<Figure 1> Upper class lifestyle in 1950s,<Figure 1> Upper class lifestyle in 1950s,<Figure 1> Upper class lifestyle in 1950s,

Spectrum DVD Inc., 2005

이미 년대와 년대 경성의 일상은 일주일1920 1930

과 스물네 시간의 근대적 시간관념 신문 라디오와, ,

축음기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 철도와 전차 등의,

근대적 교통수단과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겨났다 또.

한 여인네들과 남정네들이 도시 상점가를 누볐다.

이들 중 경제력을 갖춘 소수는 고급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유행을 선도하였다.49)

영화 속 장면으로 짐작해 볼 때 년대 일부계1950

층은 비행기 및 여권으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

한 근대화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자동차

와 잘 닦인 거리 다양한 외국문물의 수입 그리고, ,

사업이라든가 밀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의 플롯으

로 등장시켜 전후라도 선진화되고 서구화된 당시 서

울의 생활상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Figure 1>

<Figure 2> Craving for western civilization of<Figure 2> Craving for western civilization of<Figure 2> Craving for western civilization of<Figure 2> Craving for western civilization of

Seon-Young OhSeon-Young OhSeon-Young Oh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자유부인 의 도발적 여성들은 도시를 거쳐 움직< >

이고 댄스홀과 공연장을 출입하며 상품진열장을 바

라보며 욕망을 시각화한다 이 여인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응시를 통해 대중 소비문화를 보여주고 있

다 즉 도시를 응시하는 시선과 그 속을 걷는 여성.

의 시선이 결합하여 그녀들은 주체로서 공간의 이미

지와 동일시된다.50)

이미 년대에는 백화점들의 손님끌기 정책으1930

로 포목의 무료염색 봉제 및 무료배송까지 이르렀,

으며51) 모 단 녀성들 녀학생들급이 꽤 많이 몰여" - ,

서서 있는 화장부와 양품점이었는데 모자란 돈을"

쪼개고 쪼개어 화장품과 스타킹은 반드시 구입했

다.52) 영화 속 년대는1950 성인 남녀가 사귀기 위해

서는 프레젠트 선물 가 기본으로 수입 핸드백을 여‘ ( )’

성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추파를 던진다 양품점. (

에서 파는 것은 수입 서양제품으로 양품점이라)

함은 최고급품을 일컫는 대명사로 여겨졌다 코티.

분은 당시 여성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으며 그 외에도

향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최고의 삶,

을 사는 대명사였다.<Figure 2>

여가생활을 통해 본 복식의 다양화 및 여성2)

의 정체성

댄스문화(1)

전쟁후의“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는 여성의 경

제적 지위를 향상시켰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여성을 향락과 허영에 빠지게 했다는 논리로 비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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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3)

<Figure 3> From Ballerina look to Hanbok style<Figure 3> From Ballerina look to Hanbok style<Figure 3> From Ballerina look to Hanbok style<Figure 3> From Ballerina look to Hanbok style

in Dance Party,in Dance Party,in Dance Party,in Dance Party, Spectrum DVD Inc., 2005

영화 속 화류회라는 계모임에서 댄스파티에 간‘ ’ ‘ ’

장면으로 당시 상류사회의 공간문화를 보여주는 댄,

스홀은 가정 내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에, 서 일

탈하여 하나의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춤은

긍정적인 사회 현상을 가져오기 보다는 부정적 인식

을 가져와 춤바람이라는 용어의 탄생을 가져왔다‘ ’ .

당시 댄스복으로는 홀터넥 드레스와 밀리터리 룩,

아우어글라스 원피스 발레리나 룩에서 한복에 이르,

기까지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그 외에도 양품점 다방 레스토랑 호텔 안 등3> , , ,

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일탈한 성인 남녀의 개인공

간을 보여주어 대중들로 하여금 영화를 통해 대리체

험을 경험하게 한다.

계문화(2)

<Figure 4> Scene of Gyemoim ‘Hwaryuhye’, and<Figure 4> Scene of Gyemoim ‘Hwaryuhye’, and<Figure 4> Scene of Gyemoim ‘Hwaryuhye’, and<Figure 4> Scene of Gyemoim ‘Hwaryuhye’, and

band and dance,band and dance,band and dance,band and dance, Spectrum DVD Inc., 2005

여자가 경제권을 가진 가정이 많아서 가정윤리가“

틀려지고 여천하가 된 가정이 퍽 많아진 것은 전쟁

이 빚어낸 부산물이라고 하겠다 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그 계 때문에 가정생활이 좋지 못한 현상이 생

겨나는 것 같다.”54)고 보았다 당시의. 전쟁 이후 여

성의 사회활동을 규제하여 집안에만 여성들을 가둬

두고 싶어 하던 전통적 남성 편향적인 사고관은 계

문화로 인해 여성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

고 보았다.

서로 품앗이 하며 도와주는 고유한 의미의 계는‘ ’

당시 서민의 융통자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

나 계는 단순경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문‘ ’ ‘

화 라는 양식으로서 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상호’ ‘ ’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활

성화된 계문화는 계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유행‘ ’

하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었

다 또한 새로운 서양 문화를 향유하고.<Figure 4>

음미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였다.

전통과 서구의 문화적 완충기로 본 여성의3)

정체성

<Figure 5> Smoking modern women,<Figure 5> Smoking modern women,<Figure 5> Smoking modern women,<Figure 5> Smoking modern women,

Spectrum DVD Inc., 2005

신문화를 접한 일하는 여성이나 최고위층 여성들

에게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모던 여성

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졌다 한복과 두.

루마기를 입은 채 담배를 피거나 당시 정장의 한 형

태인 한복 위에 양장의 코트를 착용하지만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모습은 전통과 서구 문화가 서로 상충

되는 현상과 함께 서양복을 적극 수용하려는 능동적

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Figure 5>

년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주 거론되었1920~30

던 생활개선 관련사항은 백의 폐지와 색복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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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었다 백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것으로 단. ,

죄되어 일제 측은 강하게 개입하여 년대 농촌1930

진흥운동과 자력갱생운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색

복 장려회 등을 별도 결성하여 색복착용은 계몽 선,

전하였다.

년대 이광수는 영양학의 전문가였던 오억이1940

쓴 생활진로 를 통해 생활개선운동의 일< ( )>

환으로 여성들의 복장은 한복개량이 권장되어 어깨

끈을 달아 개량하거나 허리로 내려묶는 개선법 내,

의를 아래위로 나누어 입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으며
55) 년대 와서는 한복의 개량화 이외에도 한복1950

의 착용 형태의 변혁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

기 대신 서양식 코트가 입혀졌다.

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의복의 개선1950

운동이 주도되었다면 년대 전후에 와서는 전통1950

과 서양복식의 혼용으로써 전통과 새로운 문물인,

이질적 문화를 순화시켜 자율적으로 적용해 나가려

는 근현대 여성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외출 시 남성의 한복이 개량화 보다는 양

복으로의 복식자체 착용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음에

반해 여성은 전통 한복이 쉽게 양장화 하지 못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당시 봉건적 사회제도 안에 처해있

던 여성의 지위를 유추할 수 있다.

모던여성의 활동으로 본 여성의 정체성4)

도시에서의 유행은 년의 햅번 스타일 등 머1955

리모양 뿐 아니라 맘보바지 색드레스와 페티코트,

등의 의복 맘보 부기우기 차차차 등의 춤 그리고, , , ,

레코드의 보급으로 유행가요 망라되었으며LP 56) 의

류회사들이 주도하는 패션쇼 등장 패션북도 등장하

였다.57)

년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활동1950

을 하였다 이들은 한글과 같은 지적활동에 많은 관.

심을 보이고 한결같이 서구화된 유행하는 의상을 착

용하고 있다 당시 젊은 여성들은. 년대부터 유1940

행한 밀리터리 패션 뿐 아니라 디올의 트라페즈 라

인과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니트 스타일을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유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강의에서 실내이므로 코트를 손.

에 든 채 정중히 송별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의복을 모방하여 입는 모습이 아니라 서양의 매너를

갖추는 등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 특히 복식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욕구와 계몽된 여성의 일

면을 엿볼 수 있다.<Figure 6>

<Figure 6> Enlightened modern women's cloth<Figure 6> Enlightened modern women's cloth<Figure 6> Enlightened modern women's cloth<Figure 6> Enlightened modern women's cloth----

ing etiquette,ing etiquette,ing etiquette,ing etiquette, Spectrum DVD Inc., 2005

플롯에 따른 캐릭터 별 복식플롯에 따른 캐릭터 별 복식플롯에 따른 캐릭터 별 복식플롯에 따른 캐릭터 별 복식2.2.2.2.

교수 장태윤의 복식 스타일1)

가정에서의 교수 장태윤의 복식(1)

<Figure 7> Professor Tea-Yoon Jang in home,<Figure 7> Professor Tea-Yoon Jang in home,<Figure 7> Professor Tea-Yoon Jang in home,<Figure 7> Professor Tea-Yoon Jang in home,

Spectrum DVD Inc., 2005

젊은 모던여성과의 절제된 만남으로 여성의 정조

관념상실에 대한 반대 급부적 모습을 상징하는 교수

장태윤은 대사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가정을 벗어“

나 일을 선택한 여성은 매춘부적 소질이 농후 하며”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가정 밖의 남성만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지위향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

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아이들은 고아. “

가 될 것이라며 가정파괴의 주범 이라며 여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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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양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있는 젊은 여성과는

정신적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외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계몽시키고 지성인으로 사회진출

을 시키고자 하는 계몽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 교수

로 그려짐으로써 이중적 남성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교수의 모습은 변화하는 당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봉건적 사고에 갇혀있는 남

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전통가정의 붕괴에 대한 우려

와 여성을 의존적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유지를 희망

하는 보수적 남성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집안에서도 저고리 바지 이외. ,

에 상의에 마고자를 착용함으로써 규율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엄격하고 근엄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

습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 근현대로 진입.<Figure 7>

하면서 시작된 서구의 자유사상으로 전통사상의 한

뿌리인 가부장적 체제를 붕괴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우려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의

거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서의 교수 장태윤의 복식(2)

<Figure 8> Professor Tea-Yoon Jang in society<Figure 8> Professor Tea-Yoon Jang in society<Figure 8> Professor Tea-Yoon Jang in society<Figure 8> Professor Tea-Yoon Jang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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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한형모의 보수적인 이데올르기는 오선영에게

벌을 주고 가정의 권위를 살려야하는 역할을 장교수

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인은

정신적 정조와 육체적 정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권위적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

수 장태윤은 가정 안에서 무뚝뚝한 모습으로 그려지

고 있다 특히 마고자와 한복의 전통한복을 착용함.

으로써 가부장적인 모습을 연출한 반면 대학에서는

수트를 착용하여 상대적으로 정반대의 남성상을 보

여주고 있다 당시 신학문을 접한 인텔리젼스한 캐.

릭터를 위해 안경을 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트와

베스트를 한 벌로 착용하고 있다 베스트에는 시계.

줄을 연출하여 갖춰진 양복으로서의 의복예절을 보

여주고 있다.<Figure 8>

당시 장년층의 외출시 남성복은 수트와 베스트,

버버리 그리고 맥고모자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스, .

타일은 오선영과 불륜의 대상인 한사장의 차림새에

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서양문화와 전통문화의 충돌과 근대와 현대

의 변혁기가 존재하는 사회적인 이중구조의 모습을

남성의 복식착용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

수 장태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상반되는 복식의 착

용은 남성들은 집안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복인 한복

을 착용함으로써 가정에서는 군림하고자 하는 가부

장적 의식과 외출시에는 서양복을 착용함으로써 사

회적으로는 지식인과 부유층임을 과시하려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모던여.

성과 교류시에는 매너 좋은 남성으로 그려지기 위해

서양복을 착용하였음을 볼 때 당시 테일러 룩의 수

트는 모던여성을 지지하는 모던남성의 표본스타일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오선영의 복식 스타일2)

가정 내에서의 오선영의 복식(1)

<Figure 9> Seon-Young Oh in home,<Figure 9> Seon-Young Oh in home,<Figure 9> Seon-Young Oh in home,<Figure 9> Seon-Young Oh i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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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시작된 일제 강점기의 일본제도권1930~40

및 우리 민족의 독자적 생활개선운동 등이 이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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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년대의1950 가정에서는 근대화 되지 않은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화롯불의 사용과.

추운겨울 밖에서의 빨래를 하는 등 개선되지 못한,

봉건적 생활과 근대화 되지 않은 모습은 복식에서도

볼 수 있다 지고지순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오.

선영은 한복을 착용하고 봉건적 생활을 하고 있

다.<Figure 9>

년대 이미 복장의 간단화를 위해서 치마의1930

길이를 짧게 하거나 옷고름을 폐지하고 단추를 다는

방법이 자주 언급되었고 복잡한 속옷을 간단하게,

개량할 것도 주장되었다.58) 그러나 영화 속에서 한

복은 단추나 브로치를 착용한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

옷고름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여성이 위치

하고 있었던 열악했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으며

옷고름으로 여민 한복은 봉건적 사회에 순응하는 당

시의 보수성과 억압받는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한복과 양장이라는 극단적 양 복식의 착용은( )

당시의 서구와 고유문화의 대립이라는 혼란을 상징

하고 있으며 가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

은 당시 봉건적 사회분위기를 상징하고 있다.

일탈 시 오선영과 옆집 대학생 신춘호의 복식(2)

<Figure 10> Deviated Seon-Young Oh,<Figure 10> Deviated Seon-Young Oh,<Figure 10> Deviated Seon-Young Oh,<Figure 10> Deviated 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감독은 극의 전개를 복식으로써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보수적이며 가정의 굴레 속의 오선영의.

모습은 우리나라 전통의 한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옆

집 대학생에게 춤을 배우게 되고 남편의 외도를 알

아채고 화가 난 오선영이 춘호를 다시 찾는 시퀀스

에는 오선영이 블라우스 니트 카디건과 타이트 스,

커트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고무신은 버리지 못하

고 계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가정으로 부‘

터의 일탈과 가정의 수호라는 경계에 있는 오선영’ ‘ ’

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옆집에.<Figure 10>

하숙하고 있는 춘호의 방을 찾아가기 위해 지나치는

담은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벽을 상징하고

그곳을 벗어나 춘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봉건

적 체제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했던 오선영을

상징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오선영의 복식(3)

<Figure 11> Seon-Young Oh in society ,<Figure 11> Seon-Young Oh in society ,<Figure 11> Seon-Young Oh in society ,<Figure 11> Seon-Young Oh in society ,

Spectrum DVD Inc., 2005

당시 년대를 살아가는 여성은 서구의 자유의1950

지라는 사상에 일찍 계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

었다 사회활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반대를 무릎 쓰.

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선영의 밀리터리룩은 일과

가정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함으로써

신여성으로의 새로운 출발이자 바깥세상과 소통하고

자 했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선영의 밀.

리터리 룩은 근대적 이상에 대한 동경과 남성과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편견타파 및 독립적 여성으로서

의 자유의 의지 봉건적 굴레 유교적 사회의 여성, ,

으로서의 인습타파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정적 불화와 일탈을 하게 하는 극의 발단이 된

다.<Figure 11>

불륜이 발각된 오선영(4)

가정주부로서의 일탈을 그리고 있을 때는 서양복

을 착용하고 불륜이 발각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에서는 한복을 착용하였다 이 시퀀스에서는 서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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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bandoned Seon-Young Oh,<Figure 12> Abandoned Seon-Young Oh,<Figure 12> Abandoned Seon-Young Oh,<Figure 12> Abandoned Seon-Young Oh,

Spectrum DVD Inc., 2005

이 당시 여성들에게 가졌던 남성들의 불안감이나 부

정적 시각을 상징한다면 한복은 방탕하게 생활하더

라도 돌아올 곳은 오직 가정이며 가정의 굴레를 벗

어날 수 없다는 남성 위주의 시각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불륜관계였던 양품점 사장인 한사장과 그의

아내에게 쫓겨 집에 돌아올 때는 당시 일반적 차림,

이었던 두루마기나 서양식 코트의 차림이나 저고리

와 치마만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던 의례에서

벗어나 겉에 착용했던 서양식 코트의 착용 없이 한

복만을 착용함으로써 가정 밖의 사회는 오직 여성으

로 하여금 정조관념을 퇴색시킬 뿐이며 가정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만이 여성이 안주할 공간이라는 인식

을 버려진 코트로 상징하고 있다. <Figure 12>

옆집 대학생 신춘호의 복식 스타일3)

<Figure 13> Chunho's room and dating scene,<Figure 13> Chunho's room and dating scene,<Figure 13> Chunho's room and dating scene,<Figure 13> Chunho's room and dating scene,

Spectrum DVD Inc., 2005

오선영의 가부장적 굴레에서 벗어나는 통로의 하

나인 옆집 대학생의 방은 당시 여성들을 가정에서

벗어나 종속적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서양문화와

문물을 상징하는 부정적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서.

양의 신문물과 자유연애라는 서양문화를 앞장서 받

아들이는 춘호는 집안에서는 니트나 체크셔츠와 같

은 평상복에서부터 애인과의 데이트에서는 점퍼 룩,

댄스파티에서는 정장의 수트를 착용하는 등 T.P.O

에 맞는 다양한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의 방

의 축음기와 레코드 판 라디오 위스키 등의 신진,

물건들을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당시

젊은이들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젊은이들은 집에서는 축음기를 들으며 당시

서구문화 들어왔던 사교춤을 즐겼으며 교외로의 데

이트에는 카메라는 필수 아이템이었다 이는 축음기. ,

라디오 카메라를 활용하는 능력이 당시의 세련된,

남성상의 척도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춘호.

의 상대 데이트 여성인 오선영의 오빠의 부인인 명

옥모는 샤넬풍의 여성정장을 한 것에 반해 춘호는

점퍼와 니트모자의 비니와 머플러로 캐쥬얼한 차림

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남성은 자유로운 생

활과 함께 사회 활동의 폭이 넓은데 반해 여성은 사

회활동 및 생활의 폭이 한정되어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Figure 1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ⅤⅤⅤⅤ

본 연구는 영화 속에 나타난 복식을 통해 년1950

대 여성들이 공유했던 시대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조

성 및 사회구조 속 여성이 처해있던 정체성을 파악

하고 당시 남성 편향적인 정서에서 벗어나려했던 당

시 여성의 정체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영화 자유부인 에서 그려지고 있는 년대 한< > 1950

국은 전후라도 선진화되고 서구화된 서울의 생활상

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년대의 계는 단순. 1950 ‘ ’

경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문화라는 양식으‘ ’

로 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상호 교류하였으며 그

를 통해 댄스열풍을 일으켰다.

영화 자유부인 의 주인공인 오선영이 착용한 의< >

상을 보면 한복의 착용하거나 착용방법의 변혁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서양식 코,

트를 착용한 것을 볼 때 년대는 전통복과 서양1950



김혜정김혜정김혜정김혜정 //// 한형모 감독의 영화 자유부인 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

111

복이 혼재되어 문화적 완충기의 시대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외출 시의 성인남자의 의복이 서양복으로.

변환된데 반해 여성의 차림새는 쉽게 양장화 하지

못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봉건적 사회제도 안에 여성

을 묶어 두려는 당시 남성 위주의 보수주의적 습성

이 잔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년대 이미 복장의 간단화를 위해서 치마의1930

길이를 짧게 하거나 옷고름을 폐지하고 단추를 다는

방법이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선영이 착

용한 치마는 여전히 길고 저고리의 옷고름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 사회에 억압받던 당

시 여성의 지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오선영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착용한 밀리터리룩은

여성의 남성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편견타파 및 독

립적 여성으로서의 자유의 의지와 봉건적 굴레 유,

교적 사회로 부터의 인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오선영의 남편 장교수가 가정 내에서 착용한 저고

리 바지와 마고자의 착용은 당시 사회 경제적 변화,

에 순응하지 못하고 봉건적 사고에 갇혀있는 남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반해 서양인이 운영하는 회

사에 타이피스트로 있는 젊은 여성과는 정신적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외도를 하고 신학문을 접한 인텔

리젼스한 계몽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중인격적

캐릭터를 그려내는 데는 테일러 수트에 베스트와 안

경을 착용하고 있다.

오선영에게 춤을 교습하고 불륜관계에 있던 춘호

는 집안에서는 니트나 체크셔츠 등의 평상복에서부

터 애인과 데이트 시에는 점퍼 룩 댄스파티에서는,

정장의 수트를 착용하는 등 에 맞는 다양한T.P.O

차림을 한 반면 데이트 시 상대 여성은 샤넬풍의

여성정장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남성은 자유로운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에 맞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

이템이 풍부함에 비해 정장풍의 획일적인 여성복 스

타일은 당시 여성의 생활의 폭이 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모던여성들의 옷차림은 년대부터 유행1940

한 밀리터리 패션 뿐 아니라 디올의 트라페즈 라인

과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니트 스타일을 하고 있으

며 김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서 실내이므로 코트를

손에 든 채 정중히 송별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단순

히 의복을 모방하여 입는데 그치지 않고 서양의 매

너를 갖추는 등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 특히 복식문

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당시 여성들의 욕구와 계몽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댄스파티나 다방 레스토랑 등에서 착용한,

의상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 뿐 만 아니라 홀터넥 드

레스와 밀리터리 룩 아우어글라스 원피스에서 발레,

리나 룩까지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하고 있어 복식에

있어서 혼란기이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년대 남성들은 모던여성들은 유행 사치 성1950 , ,

적 일탈을 하는 매춘부적 징후가 강하다고 인식하였

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향상

은 남성들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해방과 전후를 거치며 신지식으로 무

장화 되었으며 당시 미국영화의 수입으로 접할 수

있었던 영화 속 서양의 생활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을 벗어나 근현대적인

생활상을 꿈꾸게 하였다 년대 여성은 자유연애로. 50

비롯한 가정적 일탈이라는 부정적 정의도 있었으나

유교적 사회제도의 인습타파를 하고자 했던 당시 여

성들의 자유의지와 선진의식은 주체적 여성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복식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여성들은 단순히 복식 자체를 도입하는데 머물지 않

고 그들이 이상향으로 동경했던 서양문화에 대한 태

도나 취향 등을 향유하고자 했던 적극적이며 능동적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영화에 표현된 복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

과 사회상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복식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감독은 극의 전개.

및 캐릭터의 성격 및 심리적 상태를 복식으로써 도

식적으로 보여주어 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영화

는 당시 유행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란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로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 만이< >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리 그려지고 있는 영화 자유<

부인 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복식을 통해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및 당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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