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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term “new woman” (신여성 [Sinyeoseong], 新女性) refers to an idealized image of con-
temporary women during the so-called modern period in East Asia. In Korea, these “modern 
girls” were also referred to as modan (毛斷), or “cut-hair”, reflecting changes in appearances that 
rejected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in favor of “the new” in everyday life. Although it was used 
to refer to the perceived educated leaders of this new period, it also had the negative con-
notation of referring to frivolous women only interested in the latest fashion. The popular dis-
course on this “new woman” was constantly changing during this early modern period in East 
Asia, ranging from male-driven women’s movements to women-driven liberal and socialist 
movements. The discourse often included ideals of what constituted female impeccability in wom-
en’s domestic roles and enlightened views on housekeeping, yet in most cases the “new woman” 
was also expected to be a good wife and mother as well as a successful career woman. The con-
cept of the “new woman” was also accompanied by an upheaval in women’s social roles and their 
physical boundaries, and resulted in women repositioning themselves in the new society. The new 
look was a way of constructing their bodies to fit their new roles, and this again was rapidly re-
produced in visual media. Newspapers, magazines, and plays had gained immense popularity by 
this time and provided visual material for the age with covers, advertisements, and illustrations. 
This research will explore the fashion of the “new woman” through archival resources, specifically 
magazines published in the 1920s and 1930s. It will investigate how women’s appearances and 
the images they pursued reflected the ideal image of the “new woman.” Fashion information pro-
viders, trendsetters, and levels of popular acceptance will also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early stage of the fashion industry in East Asia, includ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dditionally, as the idea of the “new woman” was a worldwide phenomenon throughout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the effect of Japanese colonialism on the structure of Korean culture and 
its role as a cultural mediator will also be considered in how the ideal image of beau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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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es in East Asia for the Global World’로부터 일부 지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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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ght, and whether this was a western, colonial, or national preference.

Key words: ideal woman(이상적 여성), modern subject(근대적 주체), new woman(신여성), 
woman as consumer(소비자로서의 여성)

Ⅰ. 서론
20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소위 ‘신여성’

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 매우 활발하였다. 한국의

신여성은 단발을 의미하는 모단껄로도 불려졌다. 전

통적 가치의 거부와 새로움의 수용을 상징하는 외모

의 변화였다. 그러나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새시대의

교육받은 선도자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박하게 외

모만을 추구하는 여성들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

하고 있었다. 당시 언론과 문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여성’의 개념은 새롭게 연구되고 있으며, 근대적

시각의 수용 이외에도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는 근대적, 서구적 생활양식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였다. 그 중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패션의 변화이다. 한국에 서양식 스타

일이 유입된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고,

1910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새로운 서

구적 스타일은 엘리트 계층에 제한되었다. 이것은 시

각적 변화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체계 수용을 수반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그 극명한 예가 1895년의

단발령임은 말할 것도 없다. 모발을 포함해, 자신의

몸을 훼하지 않겠다는 유학자들의 믿음은 이와 상충

되었다.

서양복으로의 공식적인 관복의 변화가 있었던 남

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복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요구

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에 있어서는

서양의 스타일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낭

비적, 또한 급진적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신여

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후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양복

의 착용’이 근대성의 수용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여기서 신여성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여성은 자신의 자기 인식을 바탕

으로 한 근대적 주체였는가, 그렇다면 근대성을 추구

하기 위한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은 과연 무엇이었는

가?

본 논문에서는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의 전개

와 의미체계를 그들의 의복행동과 그 내부의 하위그

룹 간의 갈등을 통해 패션사의 맥락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신여성’의 이상적 이미지와 근대적

주체로서의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00년에는 여성 여성의 교육과 함께 여성 대상의

잡지가 출간될 만큼 상당한 ‘신여성’ 독자층이 성장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지로서 최장기간 출간된

신여성(1923-26, 1931-34)지와 일반 독자 대상의 별

건곤(1926-34),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들을 자료로 하

였다.1)

Ⅱ. 신여성이란 누구인가?
1. 신여자
1900년대 한국에 새로 등장한 여성 집단을 가리켜

‘신여성’이라고 칭한다. 광의로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여성들’을 지칭한다. 신여성에 관한 담론은 그 당시

계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

면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1910년대에 ‘신여자’로 처음

소개되었다. 신여자라는 용어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운동가 김일엽에 의해 1920년 3월에 창

간된 신여자라는 잡지를 통해 등장하였다. 이 잡지는

일본에서 아타라시이-온나(新しい女)라고 불리우던

여성 그룹에 의해 운영되던 잡지 세이토(靑鞜)와 유

사한 급진적 여성주의 잡지였다.2)

세이토지는 스웨덴의 여성주의자 엘렌 케이(1849-

1926)에 영향을 받은 급진적 여성주의자 히라츠카

라이초(平塚 らいてう)에 의해 건립되었다. ‘세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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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은 푸른 스타킹을 의미하는데 이는 본래 18

세기 영국 런던의 진보적 여성들이 몬태규　부인

(Elizabeth Montagu, 1718~1800)의 살롱에서 모임

을 가질 때 푸른 스타킹을 신었던 데에서 유래한

다.3) 잡지 신여자에는 세이토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

지 않고 있으나 신여자 2호에서, ‘우리는 청탑이외다.

저 혁혁한 남성작가와 마주 선 청탑여사들이외다. 청

탑이라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 버선 곧 불루스

타킹이외다.’라고 하여 그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4)

2. 신여성
신여자가 1910년대 등장한 여성의 자유를 주장하

는 전위적 지식인 여성들인 반면, 신여성은 신여성지

의 등장과 함께 1920년대 중반에 일반화된 용어이다.

1800년대 말부터 한국 여성의 교육은 기독교 선교사

들과 황실의 후원으로 시작되었고 교육을 받은 여성

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첫 학교는 이화학당으로

미국 메소디스트 교회의 선교사였던 스크랜튼(Mary

F. Scranton)에 의해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학생 모

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발전하여 1904년 중학

교 과정을 열고 1908년 최초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독자층의 발달을 도왔고 여성

독자층을 위한 잡지의 출간으로 이어졌다.5) 개벽사

에서 1923년 출간한 신여성은 그 중 하나이다. 개벽

사에서는 1922년 부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는데,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계몽하여 현모양처가 되도

록 돕기 위함이었다.6) 그러나 곧 교육받은 독자층의

기호에 부응하도록 잡지의 방향을 전환하였고, 결국

1년 후 신여성을 창간하였다. 1923년 9월 15일 창간

호를 시작으로 1926년 10월까지 계속되다가 1931년

1월까지 휴간하였고, 이후 1934년까지 계속되어 총

77호를 출간하였다.7)

잡지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여성이라는 용어

는 1920년 중반에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1926

년 동아일보와 1925년 조선일보에 등장하기 시작하

였으며,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여성들’이라는 대개 긍

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8)

한국에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것은 근 몇 십년

간의 일로, 이렇게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이 여성

들은 사회의 경계와 기대심을 불러일으켰다. 잡지에

는 선도적인 여성 인물들을 칭찬하는 인터뷰를 게재

하면서 그들의 이혼이나 독신과 같은 가정사에 대해

비난조의 논조를 제시하였다. 신여성은 여성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기준으로 이루

어졌다. 또한 이상적인 '신여성 상'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언론을 통해 나타났다.9) '

신여성'이 되는 것은 신식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

하는 것이었지, 그저 시각적 측면에 한정된 것은 아

니었다.

3. 모던걸
신여성은 그들의 비관습적 사고뿐 아니라 새로운

외모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신여성들은 사치와 자유

연애 등과 연관하여 인식되곤 하였고, 부도덕과 물질

주의를 이유로 비난받았다. 이들을 가리켜 소위 모단

껄(modern girl)이라 일컫는다. 한국어로 머리를 자

르는 것을 의미하는 '모단(毛斷)'은 영어의 모던과

발음이 유사하였으며, 단발은 신여성의 특징적 외모

였기에 이와 잘 부합하는 말이었다. 남성의 경우 모

던 보이(modern boy)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 용어는

일본의 여성잡지 조세이(女性) 1924년 8월호에서 처

음 사용되었고 1926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10)

한국에서도 역시 새로운 관점의 여성들을 지칭하기

도 하였으나 주로 서양식 외모를 추종하는 여성들,

외모만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

되었다.11) 그들은 단발랑이나 단발미인으로도 불렸는

데 신식 외양을 추구하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

용된 용어들이었다. 이는 그들의 물질주의에 대한 탐

닉과 소비 문화와 관련되었다. 모던걸은 ‘못된’이라는

말로도 대신하였는데, 모던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12) 이러한 피상적인 모던

걸 신드롬은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다.13) 한국의 모던걸은 미국의 플래퍼

(flapper)와 견주어 ‘묘령의 여자가 의복화장 등의 외

화에만 주의하고 인생생활의 실책임은 조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는’ 여성들로 서술되기도 하였다.14) 같은

기사에서 애국적인 목소리로 “조선의 모단걸은 일본

의 모단걸과도 다른 점이 많다. 처지와 시대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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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다. 다 쓰러져가는 사회의 주부일 뿐만 아

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킬 때 이 국민의 어머니들이

다.”라고 덧붙여 당시 식민지적 상황이 모던걸 집단

에 대한 인식의 또다른 기반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여학생
새로운 외양은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여성의

교육을 통하여도 소개되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의 여성들은 단발령 또는 관복제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복식 개혁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여성

복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들의 복식 변화는

착용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

이다. 한편 서양복식이 소개된 것은 또한 이 당시 가

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초기에 서양복을 수용

된 것은 외국인과 관계가 있던 상류층 인사들을 통

해서였다. 이후 1900년대에 이르러 일반 여성들에게

도 전파되기에 이른다. 여학생의 교복은 이러한 변화

에 큰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여학생은 소수였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존재였기 때

문이다. 또한 근대 패션사에서 여성의 의복이 공식적

으로 규제되었던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복을 교복으로 착용하지는 않았다. 대

신 한국의 옷을 편리성을 위해 고쳐 입기 시작했

다.15) 이화학당에서는 교사 월터(Jeannette Walter)

와 파이(Olive F. Pyes)가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저

고리와 치마를 고쳐 입을 것을 제안했다. 겨드랑이까

지 올라오는 짧은 저고리와 가슴을 조여 입어야 하

는 랩스커트(wrap skirt)는 체육활동에 적합하지 않

았다. 그들은 치마에 어깨끈과 저고리 길이를 길게

입도록 장려하였다.16) 여학교에서의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는 여학생의 외모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간의 연

관성을 형성하였다. 특히 1920년대 여학생의 수가 증

가하면서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패션 선도 집단이 되었다.

5. 직업여성
여학생 집단은 학비의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제들

이었다. 여성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다시 두 부

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버스차장, 전화 교환원,

점원, 여급과 같이 교육의 기회없이 일을 하는 여성

들이었고, 또 하나는 의사, 기자, 교사 등 전문적 직

업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후자는 오히려 '신여성'으로

분류되었고 전자에 대해서는 직업여성 혹은 직업부

인이라고 칭하였다. 직업여성이라는 말은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였다.17) 이들은 직업에 따라 버스걸,

카페걸, 숍걸, 등 껄(girl)이라고 불렸고, 전문직에 종

사하는 신여성들과 비교할 때 사회에서 그다지 존경

받는 집단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직업의 성격상 서

양복을 일찍 채택한 집단의 하나였다.

6. 기생
또 하나의 집단은 기생(妓生)이었다. 일제(日帝)

는 공창(公娼)과 권번(券番)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

였고, 이에 따라 기생은 매춘(賣春) 집단이라는 인식

이 이식되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예인(藝人) 집단

으로서 매춘부와는 다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기

생은 고급 요리집이나 바에서 시중을 드는 성적(性

的) 대상물이 되었다. 이 당시 가난한 가정에서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기생이 된 여성들은 동정

을 받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도덕적으로 경멸의 대상

이 되었다. 또한 이 당시 새로 등장한 여성 직업군이

었던 여배우 또는 카페와 바의 여급들은 직업여성이

라기보다는 기생에 더 가깝게 여겨졌다.

1920~30년대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신여성들은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 한정되어 쓰이기

도 한다. 이 당시 여성들 가운데에는 이들 이외에도

구여성(舊女性), 구식부인(舊式婦人), 또는 가정부인

(家庭婦人)이라 불리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 여성들

은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관습적인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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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디어에 나타난 다층적 의미의
신여성 패션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여성들은 다

양한 가치들을 충족시키도록 요구되었다. 이들은 서

로 다른 외양들로 구분되었고, 그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었다. 이의 예들은 아래와 같다.

1. 패션에 의한 신여성의 시각적 분류
1925년의 한 기사에서는 봄 시즌의 유행이 소개하

면서, ‘여학생’, ‘신여성’, ‘구가정부인’ 등 여성들을 몇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행을 제안하였다. 직물,

한국식 혹은 서양식 신발, 양산, 오페라 백 등이 가

격과 판매 상점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기사

에서는 보통 여학생과 사치하는 학생으로도 세분하

였으며 다른 가격의 아이템들을 다른 집단의 여성들

에게 추천하였다.18) 가격이 1.5원인 한국 신발 ‘백운

혜’와 그의 10배가 넘는 13~15전인 ‘미국식 초콜릿

트 단화’가 함께 소개되었다. 1920년대의 또다른 기

사에서는 유산계급, 여학생, 새아씨들과 젊은 부인,

노동자의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색과 소재의 직물을

추천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19) 이러한 기사들은 모

두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여성 집단들과 적합

한 스타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

이다. 한편 이러한 의복 유행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

은 기본적으로 서양복이 아닌 한국옷을 만드는데 필

요한 직물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

은 각 집단에 적합한 취향의 악세사리로 완성되었다.

패션 정보의 제공에 있어 기본 전제는 여성들을

집단별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

기간 중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여성들의 외

모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계급 뿐 아니라 신식

사고의 수용 정도에 의해서도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2. 구별짓기의 욕구
1930년대 기사들에서 역시 여성의 패션은 집단별

로 구분되었다. 1934년 재봉가(裁縫家) 김영애의 자

문으로 작성했다는 기사에서는 ‘신여성’, ‘여학생’, ‘가

정부인’, ‘직업부인’, ‘기생과 카페여급’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다.20) 여기서 흥미로운 점 역시 각 여성 집단

에 따라 특정한 스타일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글의 필자는 신여성의 의복을 설명하면서 “치마 길

이는 금년은 좀 짧아졌는데 카페여급이나 기생들의

치마가 함부로 길어진데 대한 반동인가 합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신여성들이 그런 의도로 스타

일을 채택 혹은 거부했는가 하는 진위 여부와는 별

도로, 당시 여성과 그들의 외모에 대한 패션 전문가

의 태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언설이라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서 그는 여학생들과 직업

부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서양복을 추천하

고 있으며, 기생과 여급들이 입는 검정색 저고리는

미적(美的), 위생적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즉,

당시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시각적으로도 위치지어

졌으며, 여학생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생과 여급

으로부터 구별짓기(distinction)를 추구한 것이다.21)

이에 관한 또하나의 예를 1923년의 여학생 교복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의 필

자는 여학생의 교복 착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학생과 기생 간에 ‘경계선’을 그어 나누어

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2)

이 시기 여성들의 스타일에는 구별짓기의 욕구가

표출되었다. 각 그룹의 여성은 그에 맞는 특정 스타

일로 구분되었고, 시각적으로 규정되었다. 신여성과

여학생들은 다른 집단 여성들과, 특히 기생, 여급과

는 구별되는 외모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3. 근대성과 전통 사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여성들은 그들

의 사회적 위치는 외모를 통해서도 분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물의 수용이라는 가

치관의 측면과 새로운 스타일의 수용은 당시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비서양권에서 ‘근대

적’이라는 것은 서양식 의복의 착용과 연결되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한국에도

역시 파리, 미국, 다른 유럽 국가들의 언론에 소개되

는 패션 사진들이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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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한국 여성들의 기본 구조는 저고리, 치

마로 이루어진 한국의 전통 의상이었고, 신여성의 경

우에도 그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다. 패

션에 관한 기사들의 경우, 어떠한 여성 집단을 막론

하고 유행은 그 저고리나 치마의 저고리 길이로 설

명되었고, 색다른 아이템의 설명이 아닌 소재의 문양

이나 색상에 대한 설명이 기사 내용의 주를 이루었

다. 즉, 이들 의복의 기본 구조는 서양복 아이템이

아니었고, 한국옷의 유행 정보를 다루고 있었으며,

그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스타일 차이를

나타냈다. 물론 한국 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서양식

머리모양, 화장, 장신구 등의 패션 아이템이 함께 사

용되었다.

흔히 생각하는 바와 달리, 근대성은 전통의 반대

말이 아니었다. 1939년 한 기사의 예를 보자. 이 글

에서는 해당 시즌의 유행이 ‘조선옷’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짧은 치마에 양말과 구두 차림과 긴 치마에 버선에

고무신 차림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신구(新舊) 여성의 시각적 차이를 명백히 드러낸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된 신여성을 위한 새로운 유행은

긴 치마에 고무신을 신는 예스럽고 전통적인 스타일

이었다. 이 스타일은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모습이라

고 설명되었다. 또한 좌식생활을 하는 고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아름다운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23) 여기서 신여성의 이미지는 앞서 ‘새로움’

과 연관되는 신여성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일찍이 신여성은 이성적(理性的)이고 근대적인 과정

을 거쳐 한국의 전통의복을 수정하여 한국 전통의복

이 가진 동작의 불편함이라는 단점을 극복하였다. 그

들의 의복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복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들이 추구한 가치는, 전통 혹은 민족적 가

치와는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도입한 근대성의 상징이었다. 한편 1939년의 이 기사

에서 제안한 전통적인 스타일은 오히려 더 현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능적인, 즉 과학

적 가치를 가진 전통 복식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24)

4. 소비자로서의 신여성
이성적으로 개조한 한국 옷을 입은 신여성들에게

새로운 장신구들은 매우 중요했다. 매 계절마다 새로

운 구두와 신발은 중요한 화제거리였다. 이러한 장신

구들과 패션 아이템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1930년에 일본 백화점인 미츠코시

(三越) 백화점이 경성에 문을 열었고, 이후 한국 자

본의 화신 상회, 동아부인상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양복과 테일러링 뿐 아니라 화장품, 보석상, 커피

숍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해

물건을 구입하던 당시의 관습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었다. 사람들은 쇼 윈도우에 진

열에 매료되었으며 ‘나도 하나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25) 어떤 경우에는 한국 상점들과 예술가

들을 초빙해 상품을 전시한 일본 백화점의 세련된

전시 방법과 비교하며 비평하기도 하였다.26)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상점들은 또하나의 문화적, 시각적

충격이었으며 소비문화의 발판이었다. 여기서 판매되

는 상품들은 보통 하쿠라이(舶來), 즉 수입품들이었

다. 일제에 의해 산업이 통제된 결과이다. 상품들은

상점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상품의 소비는

미디어의 광고를 통해 가속되었다. 잡지와 신문에서

신상품들은 과학과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되었고,

상품의 소비를 부추겼다. 상품 자체의 소개뿐 아니라,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경품 행사 참여권을 부여하

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었

다.27) 이 시기는 단순히 새로운 특정 상품의 소비가

시작된 것뿐 아니라, 소비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였다.

Ⅳ. 신여성과 상징적 스타일
여성의 패션 스타일은 위와 같이 분류되어 각 집

단별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 모든 패션 스타일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사회

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하여 해석되었다.28) 관찰자들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고, 착용자는 이를 다시 재생산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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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학생의 상징적 스타일
이성적 의복을 착용하고 근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학생들의 교복은 근대성의 상징이 되었

다.29) 실용적인 치마의 어깨끈과 짧아진 스커트에 서

양식 구두와 양말은 여학생의 상징이었다. 이는 새로

운 시각으로 과학적, 위생적 생활을 추구한 결과물이

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일제가 서양의복을 강제한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실제로 체육 수업을 위해 서

양식 운동복을 입는 등 그들은 다양한 스타일을 경

험할 수 있었음에도 한복을 고수하였다. 즉, 그들의

의복행동은 주체적이고 선택적이었다. 몽당치마에 댕

기머리는 그들의 상징적 스타일이 되었다. 이성적인

의복으로서 재발명된 이 스타일은 선진 신식 교육체

계의 상징으로 입혀졌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신식

교육을 받지 않은 가정부인은 긴 치마에 버선, 고무

신 차림이었다.<그림 1>30)

<그림 1> 여학생의 상징적 스타일:

1939년 이화여전 여학생들의 교복. 한국 의복을 기본

구조로 실용적으로 고친 근대성의 상징이다.

- 한복, 그 여유와 생명력, p. 11

2. 신여성의 상징적 스타일
여학생은 ‘신여성’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여학생

들과 거의 같은 스타일이었으나 보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 역시 그들의 근대성의 표상이었다.

<그림 2>31)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단발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3>32) 오늘날 신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서양의 패션스타일과 연결되어 있으나, 미디어에 나

타난 신여성들은 오히려 대부분 한국 의복을 고친

몽당치마에 서양식 패션 아이템을 곁들인 스타일이

었다.33)

<그림 2> 신여성의 상징적 스타일:

남성들과 함께 악기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신여성.

여학생 교복과 유사한 스타일로, 발에는 서양식

슬리퍼를 신었다.

- 아름다운 그림들과 한국은행, 봄의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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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24년 한국 여성 최초로 단발한

것으로 알려진 강향란.

- 每日申報(1925. 3. 22), p. 2

3. 직업여성의 상징적 스타일
직업여성들의 의복은 그 직업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들은 공적인 공간에서 노동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빨리 서양식 스타일을 도입하였고, 미디어에서도 이

들에게 서양복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는 서양

식 의복의 착용이 근대적 공간과 관계됨을 입증하는

데, 이는 서양복의 착용이 사치품의 소비로 인식되던

기존의 관념과는 상충하는 것이다.<그림 4>34)

<그림 4> 직업여성의 상징적 스타일:

1920년대 직업여성인 버스걸들의 서양식 유니폼.

- 每日申報(1928. 4. 21), p. 2

4. 기생의 상징적 스타일
기생은 그들의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여

성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 서양복 차림의

기생의 이미지는 일부 모던걸의 이미지와 겹치는 부

분이 있어 스타일 측면에서 포함하고자 한다. 특히

기생을 모델로 한 사진들이 그림 엽서 등으로 제작

되어 현존하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는 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5>35)

<그림 5> 기생의 상징적 스타일 1:

1930년대 기생 김영월의 모습. 양장을 한 기생의

모습은 사진엽서로 제작되어 상품화되었고,

모던걸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p. 360

기생은 계속적으로 조선옷에 쪽머리를 고수하였으

나 그 스타일에는 변화가 계속되었다. 기생은 식민지

하에서 한국 고유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었다. 일본

은 기생의 이미지를 조선의 미개함, 혹은 고졸(古拙)

한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기생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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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이라는 것은 1920년대까지 용납되지 않고 있었

다.36)<그림 6>37) 1930년대에 서양복과 하이힐로 변

화한 양상들을 보이긴 했으나, 1937년 일제에 의해

다시 조선옷과 쪽머리가 강제되었다. 기생에 대한 사

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그들의 스타일은 회피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방식으로 옷

을 입던 가정부인들은 그러한 도덕적 비난과 무관하

게 기생의 스타일을 따르기도 했다는 점이다.38)

<그림 6> 기생의 상징적 스타일 2:

1914년 전통적 한복 차림의 기생의 모습. 1930년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생의 이미지는 전통적

한복 차림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p. 359.

5. 모던걸의 상징적 스타일
반면, 모던걸의 이미지는 대개 서양복과 연결되었

다. 서양복에 단발, 화장, 때로 실크 스타킹이나 금시

계와 같은 사치품과의 조합이었다.39) 사회적 지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여성 집단들과는 대조적

으로,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

계가 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보다는 분별없이

새로운 외모만을 추구하는 여성의 허영심을 비난하

는데 사용되었다.<그림 7>40) 모던걸이라는 용어 역시

신여성이라는 용어만큼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모던

걸’은 상품의 소비와 관련해 나타난 특성이다. 어떤

면에서는 위에 열거한 어떤 부류의 여성도 ‘모던걸’

이라 칭해질 수도 있었다.

<그림 7> 모던걸의 상징적 스타일 :

주로 서양복이나 사치품 등과 연결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그 스타일 자체보다는 분별없는 소비에

대한 비난을 함축한 의미가 크다.

- 조선일보 (1928. 2. 9), p. 5

V. 신여성의 패션에 나타난 근대성
신여성은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 자각의 존재들이

었다. 그들의 패션은 근대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

는가?

근대 사회의 특성은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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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는 새로운 정치 권력, 대규모

생산과 소비, 전통적 사회질서와 세계관의 쇠퇴로 요

약된다.41) 기존 연구에 의하면 패션에 있어서의 근대

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어두운 색상의 남

성복을 통한 평등과 단순화는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

경제적 면에서 대량 생산과 신기술, 소매업과 생산업

의 확장, 대규모 박람회 등은 삶의 새로춘 측면들이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새로움”으로

의 강한 욕망을 다시 자극했다.42) 사회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의 성구분이 여성의 역할

의 분화를 가져왔고 근대 사회에서 이러한 성역할의

구분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적합한 스타일들을 발전시

켰다.43) 사람들의 세계관은 급변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삶의 모든 면에서의 과학적 사고를 지향하는 방

식에 기반하였으며, 의복 착용에 있어서도 이성적 사

고를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의 의복개량운

동(Rational Dress Reform)은 여성 패션에 있어 위생

과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고조시켰다.44)

당시 한국은, 산업 생산 기반이 서양의 근대적 산

업 발달 정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나, 수입품을

통해 근대적 소비 사회로 진입하였다.45) 또한 한국의

신여성들은 이성적인 의복 착용을 추구하였는데 서

양복의 직접 수용이 아니라 한국의 의복을 고쳐 착

용함으로써 이를 달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움’이었다. 여기에 광고에 힘입어 구입한 자본주

의 사회의 장신구와 상품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신여성은 패션 상품의 소비를 통해 기능성과 새로움

을 추구했던 진정한 근대적 주체였다.

Ⅵ. 결론: 패션에서의 근대적
주체로서의 한국 신여성

신여성의 스타일은 흔히 신여성 그 자체로 인식될

정도로 신여성의 외모 행동은 그들의 정체성에서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앞서 신여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 체계와 그들의 외모 행동들을 바탕으로 근대적

주체로서의 신여성과 그들의 패션이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이유, 또한 양장 차림의 모던

걸 이미지가 신여성의 이미지로 각인(刻印)된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시 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신사고를 모두 충족시

키는 수퍼우먼과 같은 신여성을 요구했다. 가정 내에

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현모양처,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공적 인물이기를 기대했기에 독신이나 이혼은 불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까지 사회적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

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변화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

성의 신식교육이 무엇을 초래할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으나 그들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그것은 경계와 기대심이 혼재된 감정이다. 그들은 신

여성의 활동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어떤 신여성들

은 유명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

에게 있어 신여성의 시각적 측면은 부도덕과 허영으

로 연관되는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혼이나 외

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신여성’의 속성으로 비난

받았다. 이렇게 피상적인 신여성의 이미지가 만들어

졌다. ‘이상적 신여성’의 기준은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을 찾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신여성들이 사회에서 중요

한 역할을 맡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가정사(家庭事) 같은 사안들에 관

련된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 반면 직업여성들과

기생들에게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각을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비난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기생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부도덕으로 비난받는 집단이었으며 공식적인

담론에서도 제외된, 소외된 계층이었다.

신여성에 관한 용어는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도 매

우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모던걸’이

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사회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상이나 책임감이 없는 여성들로, 모던보이와 더불어

가장 비난 받는 집단이었다. 오히려 모던걸은 근대적

소비의 화신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그들이야

말로 근대 소비 사회에서의 진정한 근대주의자들이

었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서양적 사고와 퇴폐적 이

미지로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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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패션에서의 근대성

을 성취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서양 의복과 하쿠라이

사치품으로 치장한 소란스러운 신식 스타일이 아니

다. 그들은 과학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국의

의복을 고쳐 입었다. 새로움과 계몽의 상징으로 입은

치마 저고리는 다른 여성들과 그들을 구별짓는 시각

체계였다. 그들은 또한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

였으며, 새로운 사회 경제 구조에서 새로운 성역할의

생산자였다. 눈에 보이는 신여성의 겉모습 뒤에는 새

롭게 부상하는 집단인 ‘신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도

덕적 분류라는 보이지 않는 내적 갈등 구조 속에서

근대성을 실현해 가는 주체였으며, 이들의 근대성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패션에 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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