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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study focuses on women and fashion in Korea between the 1960s and 

1970s, when  the government regulated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individuals 

while achieving remarkable economic industrializ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representative popular weekly magazine ‘Sunday-Seoul’.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d 168 issues from September 22, 1968 to December 26, 1971. Two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literature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research. 

First, the literature on Korean society, culture, women‘s fashion, the sociological, 

feminine and popular cultural studies were reviewed. Thereafter, the contents, 

cover, articles, picto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women’s images and women's fashion. In the case of fashion 

articles, the contents of vocabulary and description texts were highlighted, and in 

the case of pictorials, the visual elements such as images, silhouettes of clothes, 

details of features, and patterns of materials were assessed. The images of women 

in Sunday Seoul's articles and pictorials exhibited extreme opposite, presenting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marriage, 'wise mother and good wife' and 'image of 

sexual object' for men. The two images of women differed; however, there was 

one more female image ‘industrial laborer’ which was placed in the blind spot of 

interest.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which appeared in ‘Sunday-Seoul’ were 

‘uniform modern elegance’ based on neat mini-style, and ‘sexual image of exposure 

fashion’ which endeavored to selectively borrow from overseas pictorials and 

trend-oriented articles. This could be viewed  as a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Hanbok', 'avant-garde trend' and 'de-sexualization & indifference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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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입고 치장하는 것에는 입는 사람 자신을 표현하는 것 뿐 아

니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패션은 개, . 

인적 표현인 동시에 한 시대와 한 국가 한 사회의 정치 경, , 

제 사회 문화를 단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매체가 된다, , . 

은 그의 저서 Crane(2000/2004) Fashion and its Social 

에서 패션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은 사회집단을 Agendas ‘ ’ ‘

인식하는 방법의 지표 라 하였다 예로써 년대 패션잡’ . 1950

지 보그 지는 재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트렌드를 보여(Vogue)

주는 것이었고 년대에 와서는 대중들에게 눈요깃거리를 1980

제공하는 매체로 변화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패션과 . 

섹슈얼리티에 대한 견해를 예로 들며 여성패션 사진은 남성 , 

시선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라고 하였다(Crane, 2000/2004). 

이러한 연구는 패션을 담고 있는 매체란 한 시대와 사회의 

집단적 인식을 담고 있으며 주로 보는 자는 남성이고 보여 

지는 대상은 여성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데이서울 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 통속잡  『 』

지를 대상으로 국가가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을 통제했으며 

동시에 놀랄만한 경제 산업화를 이룩한 년대 여성1960-70

과 패션에 관한 연구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대중 패션은 존. 

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 까지 있을 정도로 (Kim, 2014)

년대 패션에 대한 정부의 통제적 발상은 끊이지 않았1970

다 서울신문사가 발행한 서울신문 년사. 100 (Seoul 『 』

에 따르면 소위 만의 교양지 통속Newspaper, 2004) , ‘4000 ’ ‘

적 가십거리 로 알려진 주간지 선데이 서울 의 기사와 ’ 『 』

화보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패션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년대 우리나라 패션. 1960-70

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을 신문기사 잡, 

지 드라마 및 영화를 토대로 관련지어 연구, (Lee & Lee, 

하거나 년대 여성의 이미지를 메이크업과 관련지2015) , 1970

어 고찰 하였고 년대 한국 의류에 (Kim & Park, 2008) 1970

나타난 텍스타일 연구를 통한 패션 트렌드를 살펴본 연구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살펴 본 연구(Lee, 2011), (Park, 

등이 있으나 통속잡지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시각에서 2019) 

바라보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통제시대에 . 

선정성 통속적 기사와 화보로 일탈적 정보를 제공하였던 주, 

간지 선데이 서울 에 대해 여성학적 사회학적 연구, (Lee, 『 』

가 많이 2018; Lim & Park, 2013; Yoon & Kim, 2005)

이루어져 있으나 패션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통제시대에 인기 있었던 . 

통속 잡지가 여성패션 연구에 의미 있는 차적 자료가 될 1

수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트렌드 대중문화 디자, , 

이너 중심의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국회전자도서관 에   (https://www.nanet.go.kr)

보관되어 있는 선데이 서울 중 년 월 일자 제1968 9 22 1『 』 

호부터 년 원 일 제 호까지 총 권을 대상으1971 12 26 168 168

로 하였다 대개의 세기 패션연구가 십년별로 연구범위가 . 20

설정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를 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1971

유신헌법의 시행이 년이었기에 유신헌법 이전과 이후의 1972

사회문화변화가 클 것으로 보아 년까지를 범위로 설정1971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시각자료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연  

구의 두 가지로 수행하였다 우선 년대 우리나라 . 1960-70

사회와 문화 여성과 패션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선데이 서, 『

울 관련 사회학적 여성학적 대중문화학적 선행연구를 중, , 』 

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후 선데이 서울 의 목차를 . 『 』

통하여 선데이 서울 의 내용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 『 』

표지와 목차 기사 여성 패션관련 화보 여성 패션 를 수집, ( , ), ( , )

하여 내용을 분류 분석하고 정리하여 선데이 서울 이 담『 』

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패션의 특징을 정리하고 해석

하였다 패션기사의 경우 설명하고 있는 어휘나 글의 내용. 

을 화보의 경우 이미지와 의복의 실루엣 디테일의 특징, , , 

소재의 무늬 등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

분 흑백이어서 색채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일종의 . B

급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과 패션에 대한 연구로써 패

션학 연구의 다양성을 시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년대�사회문화와� 선데이�서울.� 1960-70Ⅱ 『 』

1. 독재정권 산업화시대 대중매체의�확산과�청년문화�,� ,�

년대는 다양한 모습의 시기였다 군사독재에 의한 1960-70 . 

정치 사회 문화적 통제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수출주도형 , ,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 양면적 

특징이 나타난 시기였다 년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 1962 1 5

획이 시작된 이래 년대 후반기 와 년대 1960 (1966-69) 1970

중반기 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와 (1973-78) 11.9%

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11.2% (Kim, Heo, 

Hwang, Lee, Lim, Hong, Chun, Park,  Kang, Kim, Kim, 

& Lee, 2016) 또한 국가의 강력한 개발정책과 이촌향도에 . 

따른 전면적 인구 재배치가 맞물려 한국의 전 공간이 변신

하는 개발 독재의 시대 이었으며 이에 맞서 인권과 생존권‘ ’ , 

을 지키려는 투쟁이 벌어졌던 민중저항의 시대 였고 한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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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통들을 호출하여 재구성해내는 민족문화 중흥의 시대‘ ’

였다 은 이 시기 한국 문화의 특징(Song, 2011). Kim(2014)

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며 체제순응적인 모습과 형식을 띠

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는 년대 한. Lee and Lee(2015) 1970

국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일자

리를 갖는 여성의 증가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여성

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의 생계. 

를 책임지고 산업현장으로 뛰어든 어린 여성들이 탄생되는 

시기였다. 

다음으로 년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의 하나는 대  1960-70 ‘

중매체의 등장과 확산 이다 이시기에는 대중과 대중문화가 ’ .  

중요한 기표 로 부상했으며 대중사회에 대해 일었던 관심은 ‘ ’

전사회적이었고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었다는 점에

서 이전과 달랐다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Song, 2011). 1960

텔레비전 붐 은 년대에 이르러 보급률이 에 달‘ ’ 1970 TV 80%

하게 되었다 는 근대화 의 상징물이었고 국가의 편리한 . TV ‘ ’

일종의 대국민 홍보역할을 할 수 있었다(Lim & Park, 

이처럼 대중매체의 등장과 매체들의 상업화 그리고 2013). , 

근대적 산물로서의 확산과 보급 등은 이 시기의 상징이었다. 

무엇보다 대중매체가 확산 보급되어 국가적으로는 홍보의 

수단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유행을 수용하기 쉬운 여건, 

이 되었다. 

한편 년대는 청년문화 를 주목해야 한다 청년문  1960-70 ‘ ’ . 

화의 등장은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문화검열과 함께 존재

한다 퇴폐정화의 실질적 대상은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양. 

식이었으며 이러한 청년문화 란 서구의 혁명의 여파와 외‘ ’ 68

국영화의 영향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된 소비문화

였다 기성세대는 소비문화는 곧 퇴폐 로 (Kim et al., 2016). ‘ ’

치부하였고 여기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은 청년문화 였다 이‘ ’ . 

시기 청년문화의 특징에 대해 Kwon, Kim, Kim, Jeon and 

은 서구적 감수성에 기반 한 일종의 취향 이Hwang(2015) ‘ ’

었다고 말한다 모던포크 스탠더드팝 팝발라드 로큰롤 샹. , , , , 

송 그리고 칸초네까지 다양한 서구의 음악의 번안곡이 유행

하였는데 중심에는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청

년문화의 주인공이 있었다 이들은 대중매체의 중심인 동시. 

에 국가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였다(Figure 1). 

이상과 같이 년대는 독재정권의 국가통제 아래에  1960-70

서 급격한 산업화의 고도성장과 도시집중 이농현상 그리고 , , 

여성 공장근로자들이 존재하던 시대였다 또한 텔레비전 잡. , 

지 등의 대중매체가 등장하고 확산되는 동시에 베이비부머

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운동의 문화를 공유하는 청년문화68

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년대�우리나라�여성�패션의�특징2.� 1960-70

년대 세계 패션의 중심은 영세대 였1960 (young generation)

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니스커트 핫팬츠 판탈롱의 패. , , 

션과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 아트의 예술문화가 세계적 트, , 

렌드가 되었고 년 월 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 호1969 7 20 11

가 달착륙에 성공한 이후 우주룩을 비롯한 미래적인 패션 , 

디자인이 속속 제시되었다 한편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년. 60

대 후반부터는 자유로움과 반전운동의 상징인 꽃무늬 프린

트나 액세서리등이 대유행하고 손뜨개나 패치워크 술장식 ,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유니섹스 문화의 등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복에 팬츠 스타일의 유행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계 패션의 움직임 속에 년대 말부터   1960 1970

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젊은세대들의 패션유행도 미니스커트, 

청바지 판탈롱 핫팬츠로 대표될 수 있다 특히 , , (Figure 2). 

미니스커트는 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이후 를 비롯1967 TV

한 각종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급기야 대부

분의 젊은 여성들이 착용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유행이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 대 유행한 미니스커트의 등장(Figure 3). 

과 수용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우리도 뒤지지 않는다는 의미

와 함께 미니스커트가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 . 

자신을 드러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 

지를 표현한 것 이라는 점이다 결국 기성세대와(Kim, 2014) . 

는 다른 가치관과 저항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들에 의해 착

용된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소위 경

범죄라는 현행법의 통제속에서도 꾸준히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팬츠착용과 청년문화의 상징인 청바  

지가 미니스커트와 함께 유행하였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팬. 

츠의 착용은 이전의 작업복이나 기능을 위주로 했던 것과 

달리 지퍼가 남성처럼 앞에 위치하고 허벅지는 타이트하며 , 

아래로 퍼지는 매우 섹시하고 도전적인 모습이었다 엉덩이 . 

라인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팬츠의 유행은 주변의 부정적

인 시선을 받았고 조끼라든지 재킷으로 엉덩이 선을 가리는 

스타일로 완화되어 많이 입게 되었다 이후 년대에 들어. 70

서면서 미니보다 더 짧은 핫팬츠가 유행하였고 한편으로는 

길이가 길어지는 미디와 맥시의 등장도 나타났다(Figure 4). 

결국 년대 말부터 년대 우리나라 패션은 세계적  1960 1970

인 추세에 발맞추어 젊은 청년문화에 응답하는 미니스타일, 

핫팬츠 판탈롱 착용이라는 과감한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 . 

이전시대에 비하여 패션의 대중화 패션의 민주화에 많은 부, 

분 기여했지만 이 시기 한국 문화의 특징이 획일적이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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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nger� Kim,� Chooja.� Suspension�

of� Appearance� on� TV
(https://dl.nanet.go.kr)

Figure� 2.
� Myeong� Dong� Ladies� :� Hot�

Pants,�Mini,� Pantaloon
(https://dl.nanet.go.kr)

Figure� 3.
Red� Cross� Talks� Guides�

Who� are�Wearing�Mini� Skirts.
(https://dl.nanet.go.kr)

Figure� 4.� �
Fashion� Talk� Articles� :� 1970�
Fashion� Trends�Mini,� Midi

(https://dl.nanet.go.kr)

률적이며 체제순응적인 모습과 형식을 띠게 되었다(Kim, 

는 지적처럼 패션도 개인적이고 다양한 모습 보다는 2014)

다소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유행에 머물렀다고 본다. 

선데이서울 내용구성3.� 『 』�

선데이서울 은 서울신문사가 년 월 일에 창간하1968 9 22『 』

여 년까지 발행되었던 성인용 주간 오락잡지이다1991 . 1968

년 월 일 선데이서울 의 편집계획서를 보면 편집의 8 23 『 』

방향이 비정치적 교양 내지 오락위주의 주간지로 되어 있고 

기사는 가벼우면서도 독자위주의 사건실화 정치적인 것은 , 

피하고 정계야화나 정치인물평으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다

산업화된 우리사회의 도시 근로자들은 노동 후 (Son, 2008). 

갖게 되는 짧은 여가와 휴식의 시간이 생겨나게 되었고 매

체의 발달은 이러한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TV 

공급하였다 언론사들은 길거리 가판대에서 저렴한 가격의 . 

흥미위주의 주간지 월간지를 발행하였다 이는 당시의 라이, . 

프 스타일에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오락 주간지의 발행은 . 

대중의 관심을 정치 에서 오락 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 ’ ‘ ’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탈정치적 대중 오락지를 (Jeon, 2008). 

표방했던 선데이서울 이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 독해가 『 』

가능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 뿐 아니라 패션(Park, 2010) , 

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 즉 보는 자, ‘

는 남성 이며 보이는 자는 여성 이 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 ‘ ’

패션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체인 것이다.

선데이서울 은 년대의 남성독자들을 대상으로   1960-70『 』

여성을 바라보는 관음적 성향을 가진 잡지로 알려져 있다. 

비키니가 떠오르는 통속적 포르노에 가까운 잡지로 일반인

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선데이서울 에는 문화 예술 의, , , 『 』

식주생활 국내외 행사와 교양 기사 연재소설 사회주목 기, , , 

사 해외토픽과 화보 등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선데이, . 『

서울 의 표지는 창간호부터 년대 초까지 전문 연예인1970』

이 아닌 일반 여성 들로 직장인이나 여대생들이었다 내용‘ ’ . 

을 보면 명사들의 딸자랑 과 같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 ’

기사 각종대회 수상자 인터뷰 호화화보 특집 사건사고 쇼, , , , 

킹정보 호평연재 생활정보 등이 담겨있다 이를 분류하여 , , . 

보면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4 (Table 1). 

첫 번째로 특집 기획기사이다 여기에는 세계 혹은 국가  . 

의 비정치적 이슈 문화적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멕시, . 

코 올림픽 기사 우리나라의 고도경제 성장등과 같은 내용이, 

다. 

두 번째로는 가십기사이다 라스베가스의 아리랑 소녀들  . , 

연예인들의 몸매사이즈 재클린 케네디의 사생활과 같은 국, 

내외 연예인의 결혼이나 이혼 치정에 얽힌 사건 여대생과 , , 

재벌의 숨겨진 이야기 등을 자극적으로 흥미 위주로 다룬다. 

세 번째는 품격 있는 정보이다 가령 국내 유명한 교수  . , , 

법관 예술가 문화인 정치인들의 딸을 소개하는 명사들의 , , , ‘

딸자랑 과 같은 취재기사로 가족의 화목함과 훌륭한 교육미’

담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와 함께 생활에 도움이 되. 

는 생활정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로는 여성미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사이다 미  . 

인대회 소개와 당선자 인터뷰 각종 화보 패션기사 반 누, , , 

드모델 사진 작품이나 성 을 연상시키는 영화 연극의 기( ) , 性
사와 사진 등이 소개된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기획 특집 기사 생활기사 정보를 제  , , 

치고도 선정성 음란 외설과 같은 자극적인 통속적 하위문, , 

화의 대명사로 선데이서울 이 알려진 것을 보면 말초적『 』

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인기를 끌었던 영향력 있는 잡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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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tents� Categories� of� ‘Sunday� Seoul’

� No Categories Contents Example� Articles� Topic

1 Feature Articles
Non-political issues of the world or 

domestic, in-depth cultural news

‘Mexico olympic games

national players’

‘Korea is developing and developing the 

country’

2 Gossip Articles

Incorporating interest in marriage or 

divorce of celebrities, incidents involving 

adolescents, hidden stori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onglomerate(chaebols)

‘Arirang girls in Las Vegas’

‘Actress's body in numbers’

‘Covert love of a college student’

‘Jackie Kennedy's privacy’

3
Quality information 

Articles

Articles such as the pride of the famous 

daughters introducing domestic famous 

professors, judges, artists, cultural people, 

and politicians' well educated daughters,

‘I grew up with a good maturity’

‘Master of cooking and piano’

‘Intelligence, cultivation, and sense of 

brilliance’

4
Beauty and 

Sexuality Articles

Beauty pageant interviews, various 

pictorials, fashion articles, half-naked 

models photographs and articles and 

reminiscent of sex

‘Korea's first nude fashion show’

‘A transparent woman in clothes’

‘Sit down girls on your lap’

‘Bikini on a chain’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와 허용의 . 

경계선이 있던 대중들이 선데이서울 을 통해 확인하고자 『 』

했던 욕망은 먹고 사는 문제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기는 물

질적 정신적 유흥으로서의 성 문화 라는 점, ‘ ( ) ’ (Kwon et 性
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문화의 주체는 남성이al., 2015) . 

고 대상은 여성 이었기에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어떠한 이미‘ ’

지였고 어떠한 패션으로 이를 상징 내지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화보와�기사에�나타난�여성�이미지.�Ⅲ

현모양처�이미지1.�

선데이서울 의 기사와 화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성『 』

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따르고 아이들을 잘 키우

고 가정에 충실한 현모양처형 이었다 선데이서울 의 성‘ ’ . 『 』

적 오락거리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소위 참한 여인 에 대한 ‘ ’

기사와 화보가 많았다 퇴폐적 혹은 음란한 여성관련 치정 . 

사건을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의 현모양처‘

형의 보수적 여성의 이미지 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라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현모양처형 이미지에 대한 칭송은 뉴스. ‘ ’ , 

기획기사 광고 등 일회적인 기사에서부터 표지모델 표지모, , 

델의 인터뷰 명사들의 딸자랑 과 같은 지속되는 연재물에 , ’ ’

이르기 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Figure 5). 

기사에 있어서는 가령 해외 선수들은 결혼 후에도 선수로   

뛰는데 우리는 시집가고 말아서 아쉬워하는 여성 교수의 인

터뷰와 해외 대회에 참가하여 눈치 보며 짬짬이 혼수 준비

하는 여성 선수를 동시에 기사화 하면서(Sunday-Seoul, 

국가대표 선수여도 결국은 시집이 최종 목표이며 현1968) 

모양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광고에 있. 

어서도 당시 젊은 여성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 찾았던 강습

학원이 많은 부분 나타났는데 가 언급한 Lee and Lee(2015)

것처럼 선데이서울 에서도 꽃꽂이 요리 미싱자수 등 소, , 『 』

위 신부수업과 관련된 광고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 

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활동도 많아졌으나 전통적인 

현모양처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선데이서울 에는 강하『 』

게 담아내고 있었다 이는 년대가 세계적으로 여성인권. 1970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유엔이 년을 여성의 해 로 1975 ‘ ’

선언하는 시기였으나 오히려 남자는 우리의 보호자 라는 제‘ ’

목하에 여성해방운동에 반대하는 해외기사를 소개하면서 공‘

산당을 무색케 하는 대 부인들 이라 적고 있다3-40 ’ (Sunday 

-Seoul, 1970).

현모양처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소위   

엘리트 여성들의 기사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법관 의사 교. , , 

수 예술가 등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가정의 화목 좋, , 

은 엄마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도 잘하고 자녀에 . 

대한 교육열이나 내조 시부모 모시기 등 미담으로 가득 찬 , 

기사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대생의 교외활동은 금지해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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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하다 는 기사는 사회적으로 매우 당연한 시각으로 소개하’

고 있다 년 만에 여성 법관 후보 탄생 사법고시 패스 . ‘17 ,,.

두 여성 엄마만세 엄마로서도 흠잡을 데 없는. ... ...’(Figure 6) 

메이퀸들은 현모양처냐 여대생들의 밥짓기 대‘ ?’(Figure 7), ‘

회’(Sunday-Seoul, 신사임당상 수상자 슬기로운 아1970), ‘ : 

내이자 어진 어머니’(Sunday-Seoul, 패션모델도 밥 1970), ‘

잘 짓고 좋은 신부감 여대생들 교외활동 배우’(Figure 8), ‘ ( , 

결혼 모델 퇴학을 각오해야 권장할 일 못돼 등, ) .. ’(Figure 9) 

과 같은 내용의 기사에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현모양처 이‘ ’

미지를 선데이서울 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사화했음을 알 『 』

수 있었다.

현모양처 여성이미지는 표지모델들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다운 얌전한 상냥한 . ‘ ’ ‘ ’ ‘

일등 신부감 결혼 데드라인의 아가씨 진짜 애인이 없는’ ‘ ’ ‘ ’ 

시집은 좋은데 가고파 외교관 부인이 희망 나무랄 데 없‘ ’ ‘ ’ ‘

는 신부감 신랑의 조건은 차남에 법관 고상한 맏며느리’ ‘ ’ ‘

감 순결한 모습 등과 같은 수식어가 인터뷰의 제목으로 ’ ‘ ’ 

붙어 있다 표지모델들의 소속내지 직업을 분석해 보니 고학. 

력의 활동적 여성 일반인들로 구성되었다 총 권의 표지 . 168

모델 중 명이 일반 직장인 기업체 사원 공무원 은행원120 ( , , , 

간호사 군인 경찰 등 이었으며 명은 여대생 학원생포, , ) , 31 ( 함), 

기타 해외교포 등 가 명 확인불가는 명이었다( ) 7 , 10 (Table 2). 

이처럼 선데이서울 의 표지모델 여성관련 기사의 내용  , 『 』

을 통해 현모양처형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현모양처형의 보수적 이미지는 여성을 산업화 과정에서. 

도 가정이라는 위치에 고정시키려는 일종의 사회적 이데올

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Figure� 5.�
The� Daughters� of�

My� Family
� �

(https://dl.nanet.go.kr) 

Figure� 6.
The� Birth� of� a� Female�

Judge,� Mom

(https://dl.nanet.go.kr)

Figure� 7.�
May� Queens� are�Wise�
Mom� and�Good�Wife?

(https://dl.nanet.go.kr)

Figure� 8.�
Fashion� Models� Cook�Well� :�

Good�Wife

(https://dl.nanet.go.kr)

Figure� 9.�
A� Female� College�

Student's� Criticism�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https://dl.nanet.go.kr)

성적�대상�이미지2.�

선데이서울 에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소비 대상 으로 만‘ ’『 』

드는 관음적 시선이 많이 나타난다 대상은 연예인뿐 아니라 . 

평범한 사람들 즉 주부 여대생과 여공 그리고 술집의 마담, , 

과 호스티스에게까지 광범위하다 주간지의 시선을 따라가 . 

보면 성적 대상 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한 기, ‘ ’

사와 화보의 형태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현모양처형의 기사. 

소개를 통한 보수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반대, 

에 위치한 부도덕하고 남성들의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년 년까지 타락 퇴폐 성적대상으로서의 이미  1968 ~1971 , , 

지를 표현한 화보와 기사의 대표적 사례로 유명 여성연예인

들의 입술마크를 찍어서 기사화하여 뽀뽀선물‘ ’(Sunday 

-Seoul, 이라고 하였고 관음적 시선의 화1970)(Figure 10) , 

보 여자가 혼자 있을 때‘ ’(Sunday-Seoul, 1971)(Figure 11)

라는 제목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여성의 뒤태를 보여주

는 식의 화보 등이 있다 또한 기사로는  해외 거주 경험이 . 

있는 남성들의 토론기사 얼굴은 인도여성 몸매는 태국여‘ ....

성이 좋다 느낌좋아 노브라 클럽’(Sunday-Seoul, 1969), ‘ ’ 

등과 같은 내용으로 넘쳐난다 얼굴도 다리도 마음도 고와. ‘

야 와 같은 표제의 기사를 통해 여성’(Sunday-Seoul, 1969)

의 외모와 마음에 대한 기본을 남성적 시각의 흥미로 제시

하고 있다. 

핫팬츠의 유행이 시작되자 선데이서울 에서는 긴급 조  『 』

사를 실시하여 남성들에 도전하는 핫팬츠 라는 기사로 남성’ ’

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핫팬츠를 지목하며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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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ver�Model� Analysis�

Job N(%) Case� Example Companies

Office 

Ladies

120

(71.4%)

Cover Models(https://dl.nanet.go.kr)

Miss Korean Air, Nurse, Banker, Miss 

Navy, KEPCO, City Hall, Korea Glass, 

Chungcheong, Red Cross Hospital, 

Shipping Corporation. Petroleum 

Corporation, Fisheries Agency, 

Nonghyup,

Hyosung products,

Post Office Department

etc.

College

Students

31

(18.5%)

Cover Models(https://dl.nanet.go.kr)

Kyunghee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Kookje Fashion School 

 Etc.
7

(4.1%)

Cover Models(https://dl.nanet.go.kr)

Event recruiting such as vacation, 

youth meeting events, overseas 

Koreans (Miss Japan, Thailand, 

Vietnam) etc.

Unknown
10

(6.0%)

  

Cover Models(https://dl.nanet.go.kr)

No information

Total
168

(100 %)

까지 유행할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변에 입기를 권할 것, , 

인지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미니보다는 덜 유(Figure 12). ‘

행하고 맥시보다는 더 유행할 것 으로 발랄하고 귀엽다 는 ’ , ‘ ’

응답 뿐 아니라 절대 권하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다 라는 부‘ ’

정적인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입는 . 

사람은 여성이지만 평가자는 남성이라는 점 이다(Table 3) .  

특히 각종 여성미인 콘테스트가 만연하였는데 여군 대상   ‘

미인 콘테스트 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은 남성의 성적소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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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Kiss� Gift

(https://dl.nanet.go.kr)

Figure� 11.�
When� a� Woman� is� Alone

(https://dl.nanet.go.kr)

Figure� 12.�
Hot� Pants� Challenge� to� Men

(https://dl.nanet.go.kr)

Figure� 13.� �
Miss� Soldier� Contest

(https://dl.nanet.go.kr)

Table� 3.� Examples� of� Articles� as� Sexual� Objects� Image

� Published� Date Example� Titles� Contents

1969. 11. 2

‘Feeling good’

'No Bra Club’

‘A marvelous life couple marrying the 

world  naked’

‘Viral announcer's personal 

investigation’

‘Actress Body size’

‘Viral announcer's personal 

investigation’

‘Actress Body size’

Exposing a woman's big bust with nipples in a decadent 

sexy image

Pictures and articles lying on a nude bed of John 

Lennon and Yoko Ono

Female announcers' entertainment hall, favorite male 

style, body or external evaluation

Actresses height, weight, breasts, waist, hip size and 

sensuality

1969. 12. 21
’Face is Indian...

Body is Thai woman is good’

Interviews with nine men (journalists, foreign journalists, 

and others who have had overseas experiences), the 

western world has also posted a world female comment 

that "Swedish women are popular." In a magazine 

article, I express myself without hesitation that the 

phrase "American blondes are expensive" and "women 

who can have Korean men." It is an article expressing a 

woman as a sexual object to a 

woman.

선에 여군도 예외는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스 여군 콘테스트 화(Figure 13). ‘ ’ 

보에서는 수영복 심사모습이 그대로 보이며(Sunday-Seoul,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다 이처럼 선데이 1969) . 

서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성적대상 으로서의 여‘ ’

성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 현모양처형 이미지와 극단적 대‘ ’

조를 이룬다.

 

산업역군�이미지� �3.�

선데이서울 에는 많지는 않으나 산업역군으로서의 억척『 』

스런 여성근로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설명한 현모양처. ‘

의 이미지 남성의 성 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분류에 포함’, ‘ ’ 

되지 않고 근대화되는 조국을 위해 수출전선에서 돈을 모으

는 여성들이 조명되고 있다 년대는 여성이 다양한 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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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사회로 진출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대변하듯 . 

나타나는 일하는 여성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전문가 집단이며 또 하나는 노동자

로서의 어린여성이다 전문가 그룹의 여성은 앞서 언급한 . 

선데이서울 현모양처형 이미지의 기사에 많은 부분 언『 』 

급이 되었고 노동자로서의 여성 은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 ’

과정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으로 빈곤한 산업역군 이었‘ ’

다 선데이서울 에서는 도시 노동자로서의 일하는 젊은 . 『 』

여성을 소위 조국 근대화의 기수 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 ’ . 

산업화 생산공장의 노동자들 중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소위 

공순이 가 많았으며 공장은 아닐지라도 힘들게 가정을 이끄‘ ’

는 소녀가장의 모습 홀로된 젊은 엄마들을 기사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년 월 일자에서는 이혼하자 회사차려 반 년 만  1969 8 24 ‘

에 보일러 사장 성공 이라는 제목 하에 젊은 엄마로서 아이’

들과 먹고살기 위해 억척여성으로 성공한 소기업 사장을 인

터뷰하고 있다 년 월 일 기사에서는 방년 세 홀. 1971 8 15 ‘ 20

아버지 모시고 페달 밟아 년 이라는 제목하에 현대판 심청5 ’

이를 강조하고 자전거로 막걸리를 공사판으로 나르며 억척

스럽게 살아가는 어린 여성을 대서특필 하였고(Figure 14). 

또한 년 월 일자에서는 세 여군출신 처녀사장1969 6 29 ‘25 ’,  

한국에서 제일 바쁜 여공들의 처녀목사님‘ ’(Sunday-Seoul, 

동생들만은 잘 가르칠거예요 등과 같이 1969), ‘ ’(Figure 15)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억척여성에 대한 기사에 처녀‘ ’ 

과부 홀로 라는 단어를 함께 넣어 기사화하고 있다 때로‘ ’ ‘ ’ . 

는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사업에 성공한 기사

Figure� 14.�
A� Tough� Girl� Who� Has� a�

Single� Father

(https://dl.nanet.go.kr)

Figure� 15.�
Factory� Woman� Laborer� for�

Only�Money

(https://dl.nanet.go.kr)

Figure� 16.
Young�Mom� Successful� in�
Business� Raising� Young�

Daughter� Alone
(https://dl.nanet.go.kr)

Figure� 17.�
Experience�Writing�

Competition
�

(https://dl.nanet.go.kr)

와 동생들에게서 행복을 찾는 여공(Figure 16) (Figure 17) 

등의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혹은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인  

동초처럼 살았던 이들에게서는 이미 여성성이라고는 나타나

지 않는 탈성화 된 모습의 기사와 화보가 대부분이‘ ( )’脫性化
었다 이처럼 선데이서울 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들은 현. ‘『 』

모양처 이미지 성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라는 두 개의 대’, ‘ ’

립된 이미지와 함께 산업역군형의 이미지 가 존재하고 있었‘ ’

다. 

화보와�기사에�나타난�패션�특성.�Ⅳ

획일적인�모던�엘레강스�1.�

선데이서울 의 기사와 화보에는 과하지 않은 미니스타일『 』

을 기본으로 하는 심플한 모던 엘레강스의 특징이 가장 많

이 나타나 현대적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사에 주로 . 

사용된 모던 엘레강스 관련 어휘들을 보면 네오 모던 얌‘ ’ ‘ ’ ‘

전한 우아한 현대적인 클래식 무드 심플 도회적 분위’ ‘ ’ ‘ ’ ‘ ’ ‘ ’ ‘

기 세련된 클라시시즘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 ‘ ’ ‘ ’ , 

체적 설명으로는 차이나 스탠드칼라 로우 웨이스트 프린‘ ’ ‘ ’ ‘

세스 코트 캐시미어 실크 시폰 울 저지 자형 원피스’ ‘ ’ ‘ ’ ‘ ’ ‘A ’ 

튜브 라인 프릴 무릎 위 등의 표현이 많다 패션‘ ’ ‘ ’ ‘ 10cm' . 

화보에서는 년대의 세계적 추세인 미니드레스를 기본으1960

로 웨이스트라인이 낮거나 높은 정도의 변화를 주는 직선적 

혹은 라인의 단정한 스타일들이 많았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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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rn� Elegance� Related�Words� in� ‘Sunday-Seoul’

Year Fashion�Words� and� Details

1968 / 1969

elegant, princess line, simple, romantic, frill, chic, low waist, above knee line, classic mood, formal, 

long tunis, casimere, A line, high waist, pants suit, gown dress, mini dress, sleeveless, high 

neckline, short skirt, city ladies, straight, tunic, cocktail dress, pretty. young fashion, space look, 

shocking color, Golden ratio, modesty, square button, pleats, ribbon, low neckline, Nehru collar, 

lace, U-york, pink, stand collar, dot pattern, geometric.    

1970 / 1971

pantaloons, no side zipper, front zipper, hipbone, no belt pants, suit, frill, tunic jacket, pantaloons 

jacket, long silhouette, long scarf, combi, short jacket, midi skirt, check pattern, city look, A line, 

stand collar, print, pattern, elegant, romantic, retro. fancy, frill,   

여대생의 년치 옷차림 가이드 기획기사에서는 복종 디자‘ 1 ’ , 

인 색 옷감 구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 , , 

는데 너무 빛깔이 화려한 것은 남의 시선을 모아서 좋지 ‘

않다 라 하고 있으며 봄을 위한 차림에서는 실’(1969. 3. 9) ‘

루에트를 최대한 간단히 너무 요란’(Sunday -Seoul, 1969), ‘

스러우면 영미스에게 안 어울려 라고 ’(Sunday-Seoul, 1969)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팬츠를 입. 

는 경향을 두고 힙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금기시 하는 내용

과 미니스커트는 세련된 심플한 라인으로 꼭 달라붙지 않A

는 것을 선호한다 고 적고 있다(Sunday-Seoul, 1969) . 1970

년 월 일자에서는 여성의 옷은 남성의 재미 라는 기사를 2 1 ‘ ’

적고 옆 지퍼가 아닌 앞지퍼의 여성 팬츠에 대한 남성들의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패션을 . 

기대하고 좋아하면서도 개성적이고 남과 다른 독특한 스타

일의 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기사가 많아 매우 집

단적 선호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Table 4). 

획일적인 모던 엘레강스의 대표는 표지모델들의 의상이었  

다 마치 하나의 컨셉에 따른 컬렉션과 같은 모습으로 비슷. 

한 실루엣에 소재 구성선 색채 등으로 디자인의 차이를 보, , 

여준다 그리고 선데이서울 의 표지 모델이 (Figure 18). 『 』

처음으로 바지를 입은 것은 제 호인 년 월 일자로 88 1970 6 7

체크패턴의 바지가 달린 오버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 

니스타일을 기본으로 하는 원피스였다 표지모델의 의상이 .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로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데이서울 이 담아낸 여성이미지중 『 』

하나인 현모양처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획일적인 모던 엘레강스 디자인 특징에 변화를 준 것은   

프린트 소재에 의해 경우가 많았다 프린트의 무늬는 패턴이 . 

크고 기하학적 무늬와 꽃무늬 패턴이 주로 나타났다 표지모. 

델들이 착용한 의상을 살펴 본 결과 년에는 건, 1968 3 , 1969

년에는 건 년에는 건 그리고 년에는 총 21 , 1970 29 , 1971 49

개의 표지 중 건이 프린트나 패턴이 강한 직물의 의상을 22

착용 한 것으로 나타나 년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68

만 선데이서울 이 년 월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면 거68 9『 』

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특히 프린트 . 

소재가 여름 뿐 아니라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부터 가을, 

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소 보수적이고 심플한 . 

실루엣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표면적 패턴이었을 것

으로 생각되며 또한 당시 패션 트렌드로 다양한 프린트 패

턴이 많았다는 점 을 비추어 보면 유행이 반영되(Lee, 2011)

었던 것으로 본다 이처럼 선데이서울에서 가장 (Figure 19). 

많이 나타난 여성 패션의 특징은 모던 엘레강스이나 실루엣

이나 디자인의 전반적 특성이 매우 획일적으로 집단적 선호

의 경향이 나타난다.

육체노출의�섹시�이미지2.�

선데이서울 의 기사와 화보에서 모던 엘레강스 다음으로 『 』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적인 대상 혹은 유혹적 이미지로 육

체를 노출시키는 패션이다 육체 노출의 섹시이미지 는 각 . ‘ ’

호마다 주요 이슈였다 특히 선정적인 화보의 경우는 해외의 . 

화보가 대다수이며 여성역시 외국여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

나 국내의 기사나 가십 패션기사의 경우 우리나라 여성의 , , 

노출패션도 나타났다.  

해외 스트리트 퍼포먼스 화보 이브   (Sunday-Seoul, 1968), 

생 로랑의 시스루 드레스 와 파리모드 (Sunday-Seoul, 1968)

화보 완전한 여성을 위하여 뉴욕발 외신 루디 ‘ ’(Figure 20), 

건뤽의 가슴 노출 드레스나 가슴 니플을 스티커 처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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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lothing�Worn� by� Cover�Models
(https://dl.nanet.go.kr)

Figure� 19.� Tendency� of� Prints� on� Cover�Models� Clothing
(https://dl.nanet.go.kr)

Figure� 20.�
For� the� Perfect�

Woman
(https://dl.nanet.

go.kr)

Figure� 21.� �
Rudy� Gernreich’s�
Evening� Dress

(https://dl.nanet.

go.kr)

Figure� 22.�
Topless,�
Hipless�

(https://dl.nanet.

go.kr)

Figure� 23.�
Bold� Exposure� and�
Space� Age� Fashion 

(https://dl.nanet.

go.kr)

Figure� 24.�
Lace� Crochet�

Knit
(https://dl.nanet.

go.kr)

Figure� 25.�
Sexy� Short�

Dress
(https://dl.nanet.

go.kr)

진 을 싣고는 차라리 페인팅 이라는 글을 함께 (Figure 21) ‘ ?’

실어 조롱하는 듯 한 표현이 나타난다 모델의 무대뒤 탈.  

의 장면 그녀는 바쁘다 입었다 벗었(Sunday-Seoul, 1968) ‘ . 

다 입는다 분안의 변신 입는 것이. 3 ’(Sunday-Seoul, 1968), ‘

라곤 머리카락 뿐 웃 옷만 걸친 아’(Sunday-Seoul, 1968), ‘

가씨 등과 같은 패션관련 해외 기사 ’(Sunday-Seoul, 1968)

등을 선정적인 제목하에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에서는 블레지‘ ’(Sunday-Seoul, 1971)

어 착용하는 뒷모습 스타킹 신는 뒷모습 등 몰래 엿보는 , 

듯 한 사진의 앵글을 통해 관음적 시선이 호기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그리고 년 월 일에는 여성의 머리숱과 성욕을   1968 10 27

비교하며 머리숱이 많으면 정열적이라는 식의 내용을 적고

있다 년 월 일 여름시즌의 선데이서울 에서는 . 1970 8 2 『 』

노출시대의 미학 아름다운 여성이란 기사 제목하에 노출‘ , ?’ 

과 피부관리 피부노화에 대한 의학적 지식까지 제시하여 생, 

활기사와 같은 모습이지만 화보는 매우 선정적인 포즈의 여

성 노출 패션화보를 곁들이고 있다 년 월 일에서는 . 1971 1 24

토프리스 히프리스 라는 제목하에 비키니 노출 화보를 실었‘ ’

다 년 해외의 핫팬츠 바람이 국내의 디자이(Figure 22). 1971

너 패션쇼에도 등장하여 디자이너 박윤정의 쇼에는 연예인 

여성들이 핫팬츠의 패션을 선보였다(Sunday-Seoul, 1971). 

선데이서울 에서 공개적으로 관능적 포즈와 육체노출  『 』

을 매 주 싣는 것은 목차상 거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해외화

보부분으로 스트립쇼에서부터 외화 장면 그리고 시즌에 따, 

른 여성의 육감적 글래머 해외모델의 포즈와 밀착의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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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Korean� Fashion

� Exported� to� the� US
(https://dl.nanet.go.kr)

Figure� 27.�
Multi-colors� Stripes�
on� Jeogori� in� Black

(https://dl.nanet.go.kr)

Figure� 28.�
Multi-colors� Stripes�

on� Jeogori
(https://dl.nanet.go.kr)

Figure� 29.�
Embroidery
� Han-Bok�

(https://dl.nanet.go.kr)

Figure� 30.�
Star� in� Han-Bok

(https://dl.nanet.go.kr)

루 비키니 부분 노출 프린징 장식이나 슬래시 장식의 틈, , , 

새로 보이는 여성의 육감적 육체였다 년 월 일자에. 1969 2 23

는 해외사진토픽에서 여자가 사랑할 때 토플리스 연극상‘ ’ ‘

연 등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로 하여 해외 공연소식을 전하’

고 있다 년 월 일자에서는 년대의 패션이 가슴의 . 1970 6 7 ‘50

아름다움을 역점 둔 것이라면 년대는 다리 년대는 발60 , 70

목과 얼굴 이라고 유행경향에 따른 여성의 육체를 예찬하고 ’

있다 월 일 자에서는 여배우 소피아 로렌의 화보를 싣. 11 10

고 로렌양 몽땅 벗는 중 수영복만 보세요 무릎위에 아가‘ ’ ‘ ’ ‘

씨 앉히기 와 같은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외화의 사진’

을 올려두었다 월 일자에서는 미니에서 누드 루크로 꽃. 11 7 ‘

무늬 페인팅 에서 전위미술과 전위적인 패션의상의 결합을 ’

보여주고 대담한 노출과 우주시대의 멋 에서는 좀 더 트렌‘ ’

디한 해외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Figure 23). 

이러한 외화와 해외패션 영화장면의 화보를 통해 패션   , 

그 자체나 영화 그 자체를 전달하는 정보의 기사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벗겨진 혹은 벗은 몸 이 일부 노출되도록 하여 ‘ ’ ‘ ’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의도에 활용된 패션은 미니와  비키니 수영복이 압도

적으로 많았으며 여기에 전위적인 토프리스 룩 시스루 룩, , 

그리고 슬래시나 프릴 크로셰 등에 의한 신체의 노출이 있

었다 이처럼 선데이서울 에 표현된 육체 (Figure 24, 25). ‘『 』

노출의 섹시이미지 패션은 선데이서울 에 나타난 성적’ ‘『 』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미지 에 부합되어 때로는 더욱 선정적으’

로 때로는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중요 수단으로 패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통한복의�변형3.�

『선데이 서울 에 나타나는 패션 특징 중에는 전통한복의 』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전통한복의 변형시도는 

년대 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년 디자1960 1962

이너 최경자의 이브닝드레스 청자 발표 이후 한복과 서양‘ ’ 

복의 접목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Park, 2019). 『선데이 서

울 은 매년 신년의 첫 호에는 한복을 입은 표지모델들을 』

보여주었고 화보기사에서도 다양한 한복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년대에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멋 이1970 ‘ ’

라는 기사에서 디자이너 앙드레김이 한복을 활용 변형한 이

브닝 드레스를 기사화 하였다(Sunday-Seoul, 1970)(Figure 

이후 등장하는 한복에는 예복으로서 검정색이 나타나는26). 

가 하면 저고리 깃 고름 끝동 곁마기 부분을 색동으로 표, , , 

현하는 회장저고리의 변형이 보인다 이후 (Figure 27, 28). 

옷고름이나 치마단에 자수로 장식을 하거나 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를 활용하든 등의 변형들이 자주 나타났다(Figure 29, 

30). 

명사들의 딸을 소개하는 우리집 딸자랑 코너에 등장하는   ‘ ’ 

엄마들은 주로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어서 현모양처로서의 

주부 모습을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년 월 (Figure 5). 1970 12

일자에서는 여대생의 한복맵시 자랑 이라는 제목아래에 13 ‘ ’

수도여사대 학생들의 의상발표회를 취재하였는데 기존의 변

형보다 더욱 파격적인 한복 변형 패션쇼가 나타났다 한복을 . 

미니로 변형시키거나 치마의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거

나 저고리를 망토스타일로 만든 것 등을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한복의 착용과 변형이 선데이서울에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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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vant-Garde� Uni-Sex� Style

(https://dl.nanet.go.kr)

Figure� 32.
Let's�Wear� Transparent� Vinyl

(https://dl.nanet.go.kr)

Figure� 33.
Future� Fashion

(https://dl.nanet.go.kr)

Figure� 34
Let’s� Wear� Plastics

(https://dl.nanet.go.kr)

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먼저 선데이서울 의 현모. 『 』

양처형의 여성이미지를 나타내는 조신한 전통여인의 취지를 

살리는 매개체로서 한복이 잘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 

로는 젊은세대들의 최신 유행에도 부응하고 불편한 한복을 , 

개선한 개량한복이나 아리랑드레스와 같은 실험적 등장

(Keum, Kim, Kim, Kim, Park, Park,  Bae, Shin, Yoo, & 

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대적 요Choi, 2012) . 

청내지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한복의 변형에 대. , 

한 기사와 화보는 변화하는 여성상과 수동적 현모양처형의 

여성을 절충하는 모습처럼 그리고 시대적으로 국가주의를 , 

강조하기 위해 전통을 소환했던 당시의 정책 등이 혼재되어 

선데이서울 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아방가르드한�첨단유행4.�

선데이서울 의 기사와 화보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패『 』

션특징 중 하나는 첨단유행 정보였다 특히 년대 해외 . 1960

패션은 영패션 중심의 새로움으로 가득하였는데 이러한 뉴

스가 해외통신을 빌어 기사화되었던 것이다 유럽 중심의 새. 

로운 패션발표는 이국적 느낌이나 새로움 그리고 호기심등, 

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 기사와 화보. 

에 자주 실렸던 아방가르드 패션은 주로 밀라노 파리 런던, , 

과 뉴욕의 해외통신사로부터 받은 사진에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이었다 많이 언급된 디자이너들로는 이브 생 로랑 피. , 

에르 카르뎅 메리 퀀트 루디 건릭 파코 라반느 앙드레 쿠, , , , 

레주 등이다 우스꽝스런 유니섹스 모드에 대해서는 누가 . ‘

남자냐 결합의 극치 좋아하시네 와 같은 농?’ ‘ ’ (Figure 31) 

담조로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 년대 해외 패션의 특징. 1960

인 미니스타일에 다양한 소재 가령 투명비닐이나 얇은 소재, 

의 시스루 룩 투명 비닐을 입읍시다 그리고 “ ”(Figure 32), 

플라스틱이나 금속 파편으로 모듈화된 미니 룩(Figure 33, 

히피 룩 판탈롱 수트 등 당시로서는 매우 아방가르드34), , 

한 패션에 대한 해외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탈성화의�유행무관심5.�

선데이서울 의 기사와 화보에서 앞서 설명한 패션특성들『 』

에 비해 자주 등장하지 않으나 여성들의 작업복이자 유행과 

무관한 의복들이 보인다 이는 탈성화 된 유행무관심. ( )脫性化
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녀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 보이. 

는 이미 탈성화된 모습처럼 유행과 동떨어진 의복특징인데 

가장 유행에 민감할 젊은 여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선. 『

데이서울 의 여성이미지 분류에서 산업역군형 의 이미지와 ‘ ’』

기사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으는 젊은 여성 젊은 엄마  , 

들을 취재한 기사 속에서 여성성도 패션도 유행도 전혀 보

이지 않는 기본적 기능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화보 없이 전달되는 경우가 . 

많아서 의복을 특별히 보이는 것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 

앞서 설명했던 와 에서처럼 당시의 나이 Figure 14 Figure 15

많은 남성들이 착용했을 법한 오픈셔츠에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소녀가장의 모습이나 남녀구분의 의미가 없는 작업

복과 같은 헐렁한 상의와 바지로 공장이나 산업전선에서 일

하는 여성들이다 여성의 상징적 몸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 

탈성화된 유행의 사각지대 내지 유행무관심 영역이 존재‘ ’ ‘ ’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역군으로서 공장의 작업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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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Diagram� of�Women� Images� and� Fashion� obtained� from� ‘Sunday-Seoul’

  

두건을 쓴 여성의 모습이나 남녀구분이 없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풍성한 상의 작업복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다. 

  ‘작업복도 깨끗하면 멋 이라는 제목’(Sunday-Seoul, 1970)

의 기사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처럼 혹은 산

업역군은 유행이나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적고 있다 서독 간호사의 기사. (Sunday-Seoul, 

에서 보여지는 스웨터 차림의 남성적 쇼트커트의 모습1968)

이나 한국최초의 여자축구팀인 동양정밀공업사팀의 취재

에는 유니섹스 패션과는 분명 다른 여(Sunday-Seoul, 1971)

성도 남성도 아닌 탈성화된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앞서 설. 

명한 획일적 모던 엘레강스 노출패션 한복의 변형과 아방, , 

가르드 패션에 비하여 많지 않은 지면에 등장하지만 

년대 선데이서울 이 담고 있었던 여성패션의 한 1960-70 『 』

부분임은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발행된 선데이서  1968 1971 『

울 의 기사와 화보를 통해 본 여성패션의 특징은 획일적‘』

인 모던 엘레강스 육체노출의 섹시 이미지 전통 한복의 ’ ‘ ’ ‘

변형 아방가르드한 첨단유행 그리고 탈성화 유행무관심’ ‘ ’ ‘ ’

이었다 선데이서울 이 패션 잡지가 아닌 성인 오락잡지. 『 』

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시각으로 년대 국내외 유1960-70

행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여성패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선데이서울 이 통속적 잡지로 그 내용을. 『 』

살펴본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선데이서울 이 담고 있는 , 『 』

여성의 이미지와 그러한 여성이 입고 있는 패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모양처 와 성적대상 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정반대  ‘ ’ ‘ ’

의 이분법적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설명하

거나 혹은 더욱 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의 

도구로서의 패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 집단적으로 몰. 

입했던 현모양처 의 이미지는 획일적 모던 엘레강스 전통 ‘ ’ ‘ ’, ‘

한복의 변형 특성으로 성적 대상 의 이미지는 노출 패션의 ’ ‘ ’ ‘

섹시 이미지 아방가르드한 첨단유행 특성으로 관련이 된’ ‘ ’ 

다고 하겠다 양극적인 두 이미지와 동떨어진 산업역군형. ‘ ’ 

여성이미지는 억척스레 돈 에 몰입되어 있던 또 다른 여성‘ ’

이지만 민감한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탈성화된 유행무관심‘ ’ 

경향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Figure 35).  

결론.�Ⅴ

본 연구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던 시대인 동시에 놀랄만한 

경제 산업화를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여성과 여성패션을 소

위 급 통속잡지로 간주되는 선데이서울 을 통해 살펴보B 『 』

았다 년 월 일자 제 호부터 년 원 일 제. 1968 9 22 1 1971 12 26

호까지의 선데이서울 에는 매우 이중적이며 양극단적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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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의 이미지가 존재하였다 결혼이 제일 중요한 목적인 . 

현모양처형의 이미지 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 ‘ ’

가 나타났으며 두 가지 이미지가 대립하는 가운데 관심의 , 

사각지대에 놓여진 산업역군형 이미지 가 함께 있었다‘ ’ . 

선데이서울 에 나타나는 패션의 특징은 단정한 미니 스『 』

타일을 기본으로 한 획일적인 모던 엘레강스 그리고 해외 ‘ ’ 

화보나 유행동향의 기사를 빌미로 선정적인 각색을 시도한 

노출 패션의 섹시 이미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 ’, 

에 전통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전통 한복의 변형 해외 유‘ ’, 

명 디자이너들의 토픽 기사를 토대로 볼거리를 제시하는 

아방가르드 첨단유행 그리고 탈성화된 유행무관심 경향으‘ ’ ‘ ’ 

로 볼 수 있었다. 

획일적 모던 엘레강스 패션의 특징은 네오 모던 얌전  ‘ ’ ‘ ’ ‘ ’ ‘

한 우아한 현대적인 클래식 무드 심플 등의 단어가 기’ ‘ ’ ‘ ’ ‘ ’ ‘ ’ 

사와 표지모델 설명 등에 많이 나타났으며 밀착되지 않는 , 

직선적 혹은 라인의 스타일이 대세였다 이는 현모양처A . ‘

형 의 여성을 충실히 설명하는 패션으로 보인다 노출 패션’ . ‘

의 섹시 이미지 에서는 시스루 톱리스 니플 드레스 비키니’ , , , 

처럼 유명 디자이너들의 노출패션을 소개하며 선정적인 제

목을 달아 기사화하거나 소위 엿보기 의 사진들로 관음적, ‘ ’

인 기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몸을 대. 

상으로 하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와 관련되는 것으로 ‘ ’

해석되었다 한편 저고리 깃 고름 끝동 곁마기 부분을 색. , , , 

동으로 표현하는 회장저고리의 변형 옷고름이나 치마단에 , 

자수로 장식을 하거나 브로치를 활용하는 등의 변형이 나타

났다 이러한 특징은 표지 국내패션기사 그리고 행복한 가. , , 

정 기사와 함께 나타나 역시 현모양처형 의 여성이미지를 ‘ ’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플라스틱 금속파편의 신소. , 

재와 첨단패션유행 을 소개하는 기사 해외화보에는 이국적 ‘ ’ , 

느낌이나 새로움 호기심등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 

골적인 제목을 합쳐서 성적 대상 의 여성이미지를 완성하였‘ ’

다 마지막으로 선데이서울 에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 『 』

으는 젊은 여성 가정을 책임지는 젊은 엄마들을 취재한 산, ‘

업역군형 이미지기사 속에서 작업복이자 유행과 무관한 의’ 

복이 탈성화 된 유행무관심 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 ( ) ’脫性化
있었다. 

결국 선데이서울 에서 나타나는 패션은 선데이서  『 』 『

울 의 의도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당시의 여성이미지를 』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일종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고 본다 패션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그 사회의 집단. 

적 요구를 수용한 매체의 의도에 따라 대중들에게 편집 전

달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은 통합적 매체이기에 어떠한 의. 

도나 관점을 가지고 특정한 사회집단의 여성을 바라보게 하

는데 편리한 도구일지 모른다 선데이서울 에 나타난 여. 『 』

성과 여성패션연구는 년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1960-70

사회 인식과 요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통속적 잡지

는 그 시대 여성과 패션을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년까지의 짧은 기. 1968-1971

간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년 유신헌법이1972

후의 사회적 변화와 대중패션의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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