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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정희시대 대중문화 통제는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원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명분이 없었을 때 박정희정부는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계기를 얻었고 이는 곧 사회통제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1967 년부터 징병제의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시 체제의 수립은 주민통제에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한편 수출에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박정희정부는 “제 2 경제”를 

주장하여 경제성장에 비해 따르지 못했던 정신적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옴으로 균형있는 근대화를 이루자는 의지를 보인다. 

경제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박정희정부는 문화예술의 발전, 

강화과 함께 대중문화의 통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본격적인 대중화시대에 돌입하자  세계에서 유행하던 히피풍 

패션은 TV 를 통해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히피문화의 확산으로 장발, 청바지, 미니스커트와 같은 

청년문화가 유행하자 박정희정부는 이를 사회윤리와 건전한 

국민정신을 파괴하는 퇴폐풍조로 규정해 단속을 가하게 된다.   

 

 

주제어: 박정희, 대중문화, 퇴폐풍조, 사회통제, 경제개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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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 

 

 박정희시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전시”, 

“준전시”상태가 지속된 시기였다. 국내에서는 지지기반의 

허약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으며 그 속에서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를 위한 대중동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국민총화, 총동원을 강조하면서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일상의 영역에까지 국가가 진출하게 된다. 이때 동원을 

가로막는 반체제적 세력이나 사상은 물론 그것과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는 향락적이거나 퇴폐적인 풍조까지도 

통제되어야 할 수치심과 윤리문제의 상징이 되었다. 본격적인 

대중의 시대로 들어선 1970 년대,  대중문화는 그  통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나 국가가 어느정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퇴폐적인 문화나 표현은 성장의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정하게 규제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희시대의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를 함의했다.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집행한 것은 

사회정화운동이었으며 구악의 일소, 사회“정화”를 마치 집권의 

비정상성을 덮어버리 듯 혁명공약의 첫단계로 내세웠다. 

1960 년대 후반에서 유신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음란물 

특별단속반의 설치, 퇴폐풍조일제단속을 비롯해 사회를 문란케 

하는 행동과 매체들을 단속해 나섰다.   

 사회정화운동과 유신시대 청년문화를 연구한 이상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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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화된 반체제 세력은 “빨갱이, 

체제전복기도 세력” 등으로 얽어서 쉽게 비국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극도의 탄압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나, 체제가 

요구하는 사회규범을 넘나드는 장발족이나 히피족과 같은 대중 

속 반항자들은 다루기 어려운 골칫덩어리였”으며 “체제에 대한 

위협의 강도 면에서 보자면 전자가 훨씬 더 위험스러운 

존재였지만, 체제 순응적 주체만들기의 차원에서 보자면 후자가 

더 다루기 까다로운 존재였다”고 주장한다. 1 이러한 까다로운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 처럼 박정희정부는 

대중문화와 생활  영역에 “일탈”행위를 설정하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제도를 설치하여 사소한 일상의 “일탈처럼 

보이는” 행위들까지 범죄화시켜 나갔다.  

 1970 년대 박정희체제하에서 정치적 불온성이 아닌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들이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 배경은 오직 “유신”에만 있었을까. 그 뒤에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했으며 그 시스템은  대중문화 

통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그 통제의 특징이 

무엇이었을 까.   

   

2)선행연구검도 

 

 1970 년대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대중문화라는 큰 틀에서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1
 이상록, 2006,「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담론과 청년문화」,『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357 쪽,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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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옥경은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한 매스미디어 통제와 

산업화에 따른 상업주의의 확대가 서로에 어떤 영황을 미쳤으며 

이 두가지가 대중문화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했다. 2  그는 1970 년대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전통성과 

오락성, 퇴폐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상업주의에 대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결과이며 퇴폐성 문화가 탈의식화로 이어져 관료적 

권위주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식했다. 정재완은 유신체제하의 

대중문화가 철저한 억압과 개입속에서 향랑주의와 엄숙주의라는 

모순적인 구조를 띤다고 지적했다. 3  오명석은 1960~70 년대의 

문화정책의 성격을 국가주의와 민족문화담론으로 규정하고 

퇴폐적, 향락적 문화에 대한 억압을 대중문화와 국가의 

민족문화와의 갈등으로 보았다. 4김창남은 유신체제하의 문화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철저한 억압과 개입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대중문화가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도구였다고 주장한다. 5  김행선 또한 

1970 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는 

유신체제라는 국가체제의 목표달성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적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유신적 

국가질서를 정당화시키는 데 봉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6 우선 대부분 

                                            
2 이옥경, 「70 년대 대중문화의 성격」, 『한국사회변동연구』, 교육・문화편. 
3 정쟁완, 1986, 「한국의 문화정책」, 『문화운동론 2』, 공동체. 
4 오명석, 1998, 「1960~70 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5 김창남, 1995,「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역사비평』30, 역사문제 

연구소. 

6 김행선, 2012, 『1970 년대 박정희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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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유신” 이념에 집중한 나머지 문화정책과 통제가 

이루어진 배경과의 연관성을 놓치고 있다.  

 1970 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베트남참전과 안보위기, 경제개발의 전투화를 비롯해 정치, 

경제적으로 국민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사회통제의 

매커니즘이 구축되어가고 있었으며 문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것이었다.7 또 유신의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강조한 나머지 1970 년대 대중문화의 성격과 그 

정책, 통제를 반정치, 반체제적 세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억압이 부각되어 그 외 부분의 통제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1970 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단지 반체제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은 아니며 정부가 행한 퇴폐성 문화, 저속성 

문화,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이 시기의 특징적인 

양상이었다.8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서 미흡했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대중문화통제가 이루어진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사회통제의 매카니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대중문화 속 퇴폐와 저속, 음란에 대한 배제가 각종 

긴급조치와 같은 비상사태를 통해 정당화되고, 제도와 기구의 

설치아래 통제와 검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한다. 

                                            
7 정근식 2012, 「박정희시대의 사회통제와 저항」 , 5.16 쿠데타 50 년 

학술대회 발표문. 
8유선영, 2007, 「동원체제의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섹스영화: 데카당스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15 권  2 호, 정근식, 앞의 논문, 배수경, 2005, 

「한국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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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문화의 정의와 범위 

 

 대중문화의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며 국내외 학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H. 갠스는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매스컬쳐와 포퓰러 

컬쳐를 들고 있다. 9 여기서 매스컬쳐는 독일어의 매스와 

쿨투르가 합쳐진 용어다. 매스는 유럽 사회에서의 비귀족적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며 

쿨투르는 영어의 하이 컬쳐로 번역되는 고급문화로서 

유럽사회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해 애용되는 예술, 음악, 

문학 및 기타 상징적물, 감정과 사고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이 

매스라는 말에는 분별없는 군중, 폭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며 따라서 H. 갠스는 포퓰러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썼다. 갠스는 포퓰러컬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으나 이는 주로 대중에 의한 문화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중은 문화실천의 주체로서 문화의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10  하지만 대중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매스컬쳐와 포퓰러 컬쳐의 구분을 뚜렷하게 한 것은 

아니며 안토니오 그람시 또한 『대중문학론』에서 국민과 

대중의 개념사이에서 고민했다.  

 대중문화 개념의 다양성은 문화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된다. 

문화를 인간의 정신적 영역의 산물로 규정한다면 종교, 도덕, 

예술, 사상, 정치, 경제, 학문 등 온갖 활동이 망라될 수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 범위는 예술, 음악, 문학, 

                                            
9 허버어트 캔스, 1977, 『大衆文化와 高級文化』, 三英社, 26-27쪽. 

10 캔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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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등에 한정될 수 있다. 11  이러한 점에 입각하면 

대중문화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회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 즉 삶의 양식까지 포함한 총제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적 측면에 주목한 매스미디어 문화로 

한정된다.  

 김창남이 지적했듯이 결국 이러한 문제는 “대중”과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박정희시대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검열을 통한 통제를 축으로 

하면서도 삶의 양식으로서 일상에 표출되는 헤어스타일이나 

복장, 유행, 행동 또한 경찰과 정부기관에 의해 감시, 관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문화실천적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문화를 음악, 영화, 방송을 일차적인 

범위로 하고 사회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까지 포함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5)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1970 년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대중문화의 어느 

한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화, 방송, 가요에 

나타난 검열과 함께 주로 이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음란성범죄 

단속・퇴폐풍조 일제단속, 경범제처벌법까지를 범위로 한다. 

 본 논문은 사료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1 차 

사료로서는「조선일보」와「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 

등 당시 일간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와 사설을 참고했고, 

                                            
11 이태숙, 2004, 『문화와 섹슈얼리티』, 예림기획, 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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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문화정책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풍속경찰의 단속방안과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정책자료들을 참고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 장에서는 베트남참전으로 

사회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경제개발의 전투화, 제 2 경제론의 

등장으로 정신적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담론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본다. 3 장에서 박정희시대 진행된 퇴폐풍조단속과 

경범죄 처벌법, 검열로 나타나는 대중문화통제를 고찰한 다음  

4 장에서 그 성격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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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 년대말~1970 년대초 사회통제의 강화 

 

1)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강화 

 

 박정희는 자신의 저작에서 “우리는 해방이후 국토의 분단과 

북한 공산집단의 부단한 침략 위협아래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로 살아왔고 지금도 또한 살고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2이 

말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전시”와 “준전시”상태는 

5.16 쿠데타이후 국가주도의 동원시스템 운용의 정당성과 명분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박정희정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국가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재건국민운동을 벌렸으며 

1966 년 5 월에는  6.25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안정보장과 관련한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따르는 

국가동원체제의 개선에 관한 특정 사항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위해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서 

1967 년에는 김팔봉 재건국민운동중앙회장을 회장으로 한 

사회정화대책회의를 설치하고 『명랑한 사회만들기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13  이 운동의 목표는 제 1 단계로 ①명랑한 

사회질서확립 ②도의심앙양 ③청소년선도였으나 실제로는 

대중의 일상을 스스로 규율화할 수 있는 캠패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처음부터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당성을 

결여한 집권과 한일협정 반대시위에 나타난 대중적 지지기반의 

허약함은 국민동원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와중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동원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는 

                                            
12

 안병욱, 2005,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

 『동아일보』 1967 년 9 월 11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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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되었다.  

 1961년 11월 방미 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다. 이때 한국군의 수준은 한국 자체의 방위를 

위해 빼낼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했으며 

국내사정 또한 한일수교 문제로 여론이 양분된 회의적인 

상황이었다.14  그럼에도 한국이 베트남 파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우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한미상호안보조약을 넘는 확고한 안보공약을 얻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막으려고 했다.15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1964 년 8 월 통킹 만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해지자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1964 년 9 월 한국은 일차적으로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들을 파견했고 이어 1965 년에는 건설 지원단을 

포함한 2000 명의 비전투부대를 파견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참전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게 

되자 국내 정치의 안정을 얻었고 또 파병으로 국내에서 

안보위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베트남 참전은 곧 사회통제체제의 구축에 이어지게 된다. 우선 

징병제의 강화가 1967 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6년부터 이루어진 제 2차 파병으로 한국군의 수는 60만에서 

62 만 3000 명으로 늘어난데 반해 1967 년 이후에 입대해야 하는 

1945~50 년사이의 출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14 기미야타다시, 2008, 『박정희정부의 선택』, 호마니타스, 295-303. 
15 박태균, 2005, 「1960 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 2 경제론」, 『역사비평』 

통권 72 호(가을), 25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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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역병 대신에 11,126 명의 민간인 군속을 선발하고 

아직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21 세이상 30 세 이하의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병 작업에 들어갔다. 16  이때 전환된 

새로운 지침으로 병역기피자와 거부자들은 강력하게 처벌되었다. 

1958 년 이후 병역 거부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6 개월에서 

1 년 이내의 형이었으나 쿠데타 이후는 병역기피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반복처벌”과 “가중처벌”을 가했다. 17  1968 년에 

1.21 사태로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가 고조되자 그 직후 

박정희정부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향토예비군의 

훈련기피자는  병역기피자로 취급되어 경찰을 동원해 적발, 

처벌하기까지 했다. 18  1968 년 7 월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정희는 “현대”를 “군사・정치・경제・과학・문화 등의 

총제적인 국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총력전의 시대”로 규정하고, 

군사전과 경제전과 사상전과 심리전 그리고 과학전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투쟁 즉 “총력전체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방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총력전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혔다.19  

 여기서 징병제가 강화되는 동원체제로서의 박정희시대의 

근대화 과정을 두고 신병식은 ①전쟁준비 즉 자원추출을 위해 

근대국가의 특징적 구성요소가 된 감시와 폭력 독점 가운데, 

폭력을 대체하는 감시 체제의 수립이 주민통제에 핵심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②특히 징병제는 주민의 일상에 

                                            
16 박태균, 앞의 논문, 262 쪽. 
17 임재성, 2010, 「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사회와 역사』, 통권 88 호, 403 쪽. 
18
『동아일보』, 1967 년 11 월 23 일자. 

19
허은, 2010, 「20 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주의」,『한국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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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세한 정보와 감시를 필요로 하며, 이는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는 점, ③신체 징발,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군대 복무에 대해 저항과 협상의 영역이 대단히 폭넓다는 점, 

④근대 역사에서 산업화와 전쟁, 감시 메카니니즘・사회규율화와 

군대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20 

 또 징병제를 강화하는 과정에 등장한 것은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 감시하는 새로운 주민등록제도였다. 주민등록법 그 자체는 

쿠데타이후 1962 년에  이미 공포된 상태였으나 국민의 

기본권과 배치된다는 문제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65 년에 박정희가 간첩잡기를 위한 명분으로 또다시 

강화하려고 했으나 주민등록의 위조 문제나 큰 안보위기 없이 

그나마 평화로웠던  시기의 관리제도 강화는 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계기로 충분하지 않았다. 21  그러던 중 1967 년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참전과 징병제의 강화, 북괴위협, 안보위기, 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국내외적 상황이 

주민등록법의 개정 강화의 방향으로 나갈 명분을 만들었다.  

 홍성태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가 다른 사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시스템이며 병역국가로 들어가는 필수 

조치었다고 지적한다.22  1968 년 1 차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만 

18 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도입과 

지문날인을 규정했으며 그 후 1977년까지 4차 개정이 이루어져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20 신병식, 2006, 「박정희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경제와 사회』,통권 

제 72 호, 153 쪽. 
21 박태균, 앞의 논문, 264 쪽. 
22홍성태, 2006, 「주민등록제도와 총제적 감시사회-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통권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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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거주와 이동을 감시할 수 있다” 

는 점, “국민을 단순히 행정사무의 대상으로 여겨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정권의 반민주성을 보여주었다.23  

 1970 년대 들어서자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또다시 

안보위기 국면에 접어든다. 데탕트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적 세계체제유지에 기여했으나 한국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 등으로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1971 년 12 월에는 “국가비상사태” 를 선언한다. 이때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인적・물적 

동원에서부터 경제행위, 집회 및 시위, 단체교섭권 등 국민의 

기본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4  이러한 통제는 

박정희 암살시점까지 지속되었으며 1975 년 베트남전쟁 패망을 

계기로 심화된다. 1975 년 5 월 13 일에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9 호”가 선포되었다. 긴급조치 9 호는 

①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②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암단등 표현물에 의해 헌법을 부정반대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하거나 청원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③학교당국의 

지도감독하에 행하는 수업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또는 정치간여행위, ④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을 

                                            
23 홍성태, 앞의 책, 270 쪽. 
24

 허은, 앞의 논문 인용, 2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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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했다.25 즉, 긴급조치 9 호의 선포는 1975 년이후 대중문화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조치였다.26    

 1976 년에는 전국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중앙회의가 박정희의 

주재로 열렸다. 박정희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국력이 

가속적으로 부강해져가고 있는데 비하여 자기들의 취약점이 

점점드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침의 기회가 멀어져 가고 

있는데 대해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여부는 우리 내부의 허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허점이라면 정치불안, 사회혼란, 

사회기강의 해이, 퇴폐풍조, 반사회적 부조리등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과감히 추방해야하”며, “그러므로 이같은 

문제점의 추방작업을 국가안보상의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27 

 이처럼 베트남참전으로 강화된 징병제와 주민등록제도는 

동원체제와 사회통제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상사태선언과 긴급조치 선포 등으로 대표되는 

비상조치들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회통제의 제 1 원리로서 

기능했다.     

 

2) 경제개발의 전투화 

 

 주지하다시피 1970 년대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의 핵심은 

                                            
25
『동아일보』, 1975 년 5 월 13 일자. 

26 김행선, 앞의 책, 184 쪽. 
27
『경향신문』, 1976 년 1 월 21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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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국”이었으며 모든 산업정책의 중심이었다. 1960 년대 초 

박정희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전환했다. 1964 년 1 월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수출 진흥을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을 선언했으며 1965 년 연두교서에서는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강력한 구호를 인용하여 증산, 수출, 건설에 

매진할 것을 역설했다. 28  수출확대를 위해 재정안정계획, 

환율정책, 금리정책, 수출진흥정책, 외자도입정책, 무역정책 등의 

정책을 전개했다. 29  박정희정부는 먼저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을 

착수하고 금융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수출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춰 제한된 

사회・경제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산업과 수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종의 중상주의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다.30  

 1970 년 제 7 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정희는 

“생산업자와 수출업자, 기술자와 근로자, 공무원과 일반국민 

할것 없이 모두가 수출입국의 일념으로 한데 뭉쳐 남보다 5 배 

10 배 노력하기만 한다면 수출의 전도가 아무리 험난하다해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앞으로 몇년간 계속해서 현재의 

신장률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31  전투화된 군대식 

개발동원에는 수출중심주의를 국민에게 고양하기 위한 캠폐인을 

벌리는 등, 성장이념을 넘어서 “수출=애국”이라는 경제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에 관한 

표어나 행진곡 가사의 모집, 웅변대회, 수출 진흥 글짓기 대회의 

                                            
28 조희연, 앞의 책, 73 쪽. 
29 기미야 다다시, 앞의 책. 
30 조희연, 앞의 책, 75 쪽, 인용. 
31『경향신문』, 1970 년 11 월 3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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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또 수출에 관한 영화 제작까지 국민들을 수출 분위기 속에 

휩싸도록 하기 위한 온갖 행사를 진행했다. 32  

 한편 이 시기 경제개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산업전사”라고 불렀다. 앞서 

서술한 베트남참전은 안보적 의미에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다. 1966 년부터 베트남 

파병을 위해 다양한 경제유인책을 제시했다. 베트남에 가면 

월급이 보장된다는 이야기, 귀환 병사에 의한 이국적인 풍격, 또 

당시 사회적으로 조성되어있던 “월남 붐”등이 베트남참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33  파병으로 인한 외환수입은 

1966년부터 70년까지 6억 2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1965년에 

1770 만 달러였던 한국의 베트남수출은 1970 년에는 

7000 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일반기업들도 베트남 특수의 

혜택을 받았다. 34  또 한국정부는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윤락여성으로 낙인 찍었던 반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서의 

그녀들에게는 “산업전사”,   “애국자”로서 대접했다. 1973 년 

6 월 문교부 장관이 “매매춘은 애국적 행위”라고 장려하는 

발언을 한 것 외에도 1971 년 12 월 22 일 박정희는 기지촌 정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외화 획득 차원에서 기지촌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리할 것을 강조했고  클럽들을 관광협회에 등록시켜 

하와이 관광산업을 견학하게 하기도 했다. 35  기지촌의 

                                            
32 조희연, 앞의 책, 75 쪽. 
33 김원, 2008, 「미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박정희 시기 근대화 속에서 

잊혀진 이야기들」, 『역사비평』 통권 84 호, 234 쪽. 
34 조희연, 앞의 책, 85 쪽. 
35 김원, 앞의 논문, 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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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과 베트남파병 병사들뿐만아니라 광산파독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 농민까지 전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산업전사로 

불러 경제개발에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에서도 나타났으며 1975 년에는 “일간내외경제”가 

창간 2 주년기념행사로「산업전사대잔치」와 

「미스산업」선발대회 

를 갖기도 했다.36 

 수출에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박정희는 “제 2 경제”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 제 2 경제론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따르지 

못했던 정신적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옴으로 균형있는 근대화를 

이루자는 박정희의 주장이었다. 37 이러한 주장은 1968 년의 

박정희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인데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론과는 달리 새로운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통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컸”으며, “새로운 

통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점”이었다. 38 

또한「제 2 경제 운동 실천 국민 궐기 대회치사」에서 박정희는 

“제 2 경제 운동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적 주체 

의식을 확고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 의식을 특별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입니다. 제 2 경제는 

민족정신의 혁신운동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 2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민족문화정책이 고려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39공화당측은 박정희의 제 2 경제론을 지지하여 이 실천운동을 

                                            
36 『매일경제』, 1975 년 12 월 12 일자. 
37 박태균, 앞의 논문, 266 쪽. 
38 박태균, 앞의 논문, 268 쪽 인용. 
39 임학순, 2012,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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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렸다. 그들은  조국근대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근대화의식을 갖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행동을 취할 

정신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낳은 정치・사회・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소하며, 

향후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구비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40  

 또 한편에서 박정희정부는 이러한 생활양식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식과 행동을 정착하기 위한 “국민정신개조”와 “사회 

규율확립”을 강조하며 위로부터 이를 개조하는 정책을 취했다. 

박정희정권은 사회문제의 요인을 개인에서 찾고 해결방안도 

개인 차원에서 찾았으며 위로부터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간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기반이 어느 정도 

충족되자 국민들 사이에서 퇴폐풍조와 개인주의,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경제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와 국력 및 

문화는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정신적 

근대화를 내걸면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41 

 

 

 

2. 1970 년대 박정희시대의 대중문화통제 

 

                                                                                                   
『예술경영연구』제 21 집, 171 쪽. 
40 허은, 2010, 「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한국사학보』, 

제 38 호, 221 쪽. 
41 김행선, 앞의 책, 2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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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유롱은 국민통합에 커다란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박정희정부는 민족중흥과 

정신근대화운동을 강조하는 조국근대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자본주의적 산업화, 둘째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방위, 셋째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3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는데 1960 년대에서 70 년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것은 민족주의였다. 42 박정희체제가 쿠데타직후 

문화공보부를 설치하고 1961 년 문화재관리국, 1962 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해서도 체제구축을 이룩하자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960 년대의 경제개발정책에서는 민족문화의 중흥이 

경제개발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실용주의적인 경제개발과 이념적인 민족문화중흥은 국력의 

신장과 조국근대화를 위한 쌍두마차로 평가되었다.43  

 한편 자본주의화, 수출지향적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는 본격적인 

대중화시대에 돌입한다. 44  대중문화는 1960 년대 군사정권의 

정당성과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장하기 위해 정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중문화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1970 년대는 TV 가 라디오를 밀어내고 방송의 중추로 

성장했으며 1960~70 년까지 라디오의 보급은 3.7 배, TV 의 

보급은 13.5 배로 늘어났다. 이에 비례하면서 광고시장 또한 

                                            
42

 김은실, 2000,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43

 오명석, 1998, 「1960-70 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비교문화연구』 4 쪽. 
44 송은영, 2011, 「1960~70 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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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성장하여 1975 년에는 연간 TV 광고비가 148 억원에 달해 

신문을 앞지르게 되었다.45 

 

<표-1>1970 년대 라디오/TV 보급실태 

 라디오  TV  

 보급대수 천명당 

보급대수 

보급대수 천명당보급대수 

1970 4,012,000 126 418,000 13 

1971 4,100,000 128 678,000 21 

1972 4,115,000 127 956,000 30 

1973 4,447000 130 1,282,000 39 

1974 4,812,000 144 1,619,000 48 

1975 13,509,000 383 1,860,000 53 

1976 14,460,000 403 2,809,000 73 

1977 14,574,000 400 3,505,000 96 

1978 14,880,000 402 3,992,000 108 

1970 14,880,000 394 5,661,000 151 

 (출처: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이러한 상황은 제 1차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제2차 

5 개년계획으로 넘어가는 경제적 기대감 속에서 시작한 

것이었다.46  이옥경은 대중문화의 확산이 사회적 분화의 확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즉 1 인당 GNP 의 증가추세, 산업구조의 

                                            
45김창남, 1995,「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역사비평』30, 

역사문제연구소. 
46 송은영, 앞의 논문, 1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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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도시 인구비의의 성장, 종사장의 지위별 취업자의 구성 

변화가 대중문화가 출현하게 된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중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활성화는 교통망 혁신, 경부고속도로의 착공 

등에 근거해 대중사회에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난 경제적 과제와 

같은 것이었다.47 

 1970 년대는 방송이 대중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전  세계에서 유행하던 핫팬츠와 미니스커트와 같은 

노출이 많은 히피풍 패션은 TV 를 통해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48 하지만 이러한 히피문화의 확산으로 장발, 청바지, 

미니스커트와 같은 청년문화가 유행하자 박정희정부는 이를 

사회윤리와 건전한 국민정신을 파괴하는 퇴폐풍조로 규정해 

단속을 가하게 된다.  이때 박정희정부는 청년문화 스타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회윤리와 관련된 공연, 

유흥업소, 서적들을 단속해 나갔다.49  

 

1)퇴폐풍조일제단속 및 경범죄 처벌법 

 

 박정희체제기의 감시와 퇴폐풍조 통제는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집권하자마자 진행된 

사회정화운동에서 이미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1961 년 5 월 16 일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의 제 3 항에는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 신청한 기풍을 

                                            
47 송은영, 앞의 논문, 189~190 쪽. 
48 최장봉, 강현두, 2001,『우리 방송 100 년』, 202~203 쪽. 
49 주창윤, 「1970 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제 14 권 제 3 호 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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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할 것입니다”50라고 있으며 이어 6 월 11 일에는 용공사상의 

배격, 내핍생활의 여행, 근면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의 앙양, 정서관념의 순화, 국민체위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운동은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유사한 형태를 띄었으며 

국민정신교육의 함양, 동포애의 발양, 국가친선, 향토개발, 

생활개선, 사회기풍의 진작, 향토교육의 강화, 청소년 및 

부녀자의 지도등 그 내용도 앞서 제시한 일제 총력전체제하 

생활개선 요강과 비슷했다. 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 22 조에 

의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조직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는 5 월 23 일 "언론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정화를 내세워 신문과 통신의 발행자격을 

제한했으며 7 월 3 일에는 언론의 통제까지도 가능한 “반공법”을 

공포하여 정부비판적인 언론을 차단해 갔다51.  재건국민운동 

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생활개선, 정화를 촉진시킨다는 

“장려”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그 한편에서는 집권초기에 

발생한 4 대의혹사건과 같은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통제”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중적인 정책의 성격은 선량한 국민정신의 고양과 

퇴폐단속이 한 짝을 이루어 동시에 정책이 진행되는 난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억압적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사회정화운동이자 구악의 일소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50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엮음, 「군사혁명위원회성명발표」(1961 년 5 월 

16 일), 

『한국군사혁명사」(제 1 집/하), 1963. 
51
이상록 앞의 논문, 3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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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년을 전후한 시기 히피풍 패션의 유행이나 이국문화의 

유입, 방송의 발달로 퇴폐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서울의 퇴폐풍조 현장』(1972 년)에서는 당시 서울의 

퇴폐풍조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가령 부유한 유부녀에게 비밀을 보장할 테니 교제를 하자든가 

조건없이  엔조이하자는 식의 말초직 姦淫광고가 매일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또는 億대 재산이 있는 과부가 고독을 

대래기 위해서 20 대 젊은 청년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짤막한 

광고가 있다……. 

지난 1 월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었던 영화배우 B 양과 연하의 

재벌 2 세와의 情事사건의 노출과 仁川에서 있었던 젊은 

가정교사를 살해한 중년 부인의 말못할 사연등은 앞에 기술한 

신문의 3 핵광고난의 姦淫광고문과 거의 직결되는 관련성을 

갖고있다…. 이처럼 소비사회의 저변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拜金사상과 쾌락주의적인 자기만족풍조는 근대적 국가관이나 

도덕률 나아가서는 가족제도에까지 부정적인 부도덕한 사회로 

변화되어갈 위험성까지 있다.”
52

 

 

  그 퇴폐풍조의 대표로 여관, 터키탕・독탕, 캬바레・고고클럽, 

직업안내소・결혼상담소, 요정・기생・콜걸를 들었다. 퇴폐풍조 

단속에서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이른바 “청년문화”로 불리는 문화(장발, 미니스커트)와 

                                            
52

 박이도, 1972, 「서울의 퇴폐풍조- 그 현장」, 『세대』 제 10 원 

통권 105 호(1972 년 4 월) 

  224-2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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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이라고 지적된 일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담긴 잡지, 음반, 영화, 또 이와 관련된 업소와 성도덕에 

위배되는 행동들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71 년 박정희 정권은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저속하고 외설적인 출판, 공연들, 유흥업소의 퇴폐성향과 장발, 

추악한 작태 등은 사회윤리와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건전한 국민정신을 해치고 

있다. 형법, 공연법, 광과단속법, 경범죄처벌법 등 현행법규 

안에서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53  단속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등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였다. 이후 ‘바리캉’과 가위, 30 ㎝ 자를 든 경찰과 장발의 

청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곳곳에서 충돌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어 온 것 처럼 박정희시대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통제가 바로 이러한 퇴폐풍조 현상의 

대대적인 단속이었다. 퇴폐풍조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퇴폐풍조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 또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어지럽고 

문란한 생활 기풍을 말하는 데 대부분은 성적 표현이나 

외래풍조의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4 

 이때 통제의 주체가 된 것은 주로 경찰이었으며 1975 년 당시 

경찰백서의 풍속경찰란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55   

 

                                            
53 『경향신문』, 1971 년 9 월 24 일자. 
54

 권명아,2007,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민족문학사연구』 

제 33 호. 
55
류흥수, 1975, 『경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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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의 퇴폐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악질적인 범죄의 온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법에서도 풍속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범죄로서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풍속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벌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일정한 

행정권 권한에 의하여 일반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고, 더구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에 대해서도 지돔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풍속경찰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표명하는 것은 동기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처럼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행위 가능성이라는 추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파시즘 법제로 

간주되었다.56 또 동기와 가능성에 대한 처벌이라는 근거는 사전 

검열의 법적 근거로 작동한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동기에 대한 

처벌은 정신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신총동원  

논리의 전형적 구도이기도 하다.57 풍속경찰과 관련된 법규로는,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광고물등구속법, 

음반에관한 법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福票発行、検証其他射行為等拘束法施行例、遊技場法、遊技場法 

施行例、遊技場法施行規則、韓国馬事会法、遊船営業拘束、施行 

                                            
56 권명아, 앞의 논문 
57

 권명아,2008,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풍기문란과 근대적 주체화의 

역학」,『현대소설연구』 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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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등이 있었으며 퇴폐적인 대중문화 또한 각종 문화윤리위원회 

의 윤리규정과 별도로 이러한 법규아래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근거가 된 법규는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단속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대대적인 퇴폐풍조일제단속이 시작한 것은 1971 년이었으나 

이미 1967 년에는 풍기문란을 이유로 31 개위반업소를 적발하고 

보건당국에 행정처분하는 등 퇴폐풍조 단속은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있었다.58 같은 해  8 월 23 일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운동의 전개방안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간신문사, 국・민영 방송국이 주체가 되어 공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후원을 얻어 ①도의심앙양, 

②인권오오사상고취, ③생활명랑화, ④준법정신함양, ⑤청소년선 

도, ⑥사회악제거와 범인성 환경의 제거등 6 개항목에 치중하여 

이 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사회정화운동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쿠데타 직후였으며 1970 

년 전후에 실시된 퇴폐풍조 단속은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9 

 1969 년에는 서울지검이 음란성범죄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에 나섰다. 음란을 “사회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거나 성욕을 흥분, 자극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①누드, 쇼 

②성행위장면의 묘사와 성교를 간접적 암시적으로 묘사한 신문, 

잡지, 소설, 영화, 연극, TV, 라디오 등, ③음부를 노출시킨 

나체사진과 그림, ④성교를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자세의 도면, 

                                            
58

 『경향신문』, 1967 년 8 월 21 일자. 
59

 이상록,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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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음란에 해당하는 문예작품등을 단속대상으로 잡았다. 단속반은 

모두 36 명을 입건, 이중 30 명을 구속기소, 6 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도색필름 33 권과 영사기 6 대 음란서적 음화등 

2 만여권을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는 

“제작업자들은 이러한 밖으로부터의 강력한 통제를 자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에서 1 차적으로는 그 책임을 스스로의 

일로서 통감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0  

 1970 년 9 월 23 일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단속법안」을 

마련하였다. 치안국에 의하면 ①주간지 월간지 등 간행물의 

노골적인 외설물게재, ②정기간행물에 불순한 구혼광고 및 

외설도서 성기구판매광고, ③전위예술을 빙자한 과다노출, 

④장발누기더옷입기등이 성도덕을 해치는 매체나 행동, 복장이 

단속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징조가 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극장표암매, 표살때 새치기 바가지요금, 

유원지에서 부녀자음주, 남녀 혼성캠핑등도 그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본격적인 퇴폐풍조단속이 시작된 것은 유신체제 성립 약 1 년전,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거의 직후인 1971 년 10 월 1 일이었다. 

정부는 일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풍조를 대대적으로 추방 

및 정화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퇴폐풍조정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방송 드라마나 쇼, 

영화, 그리고 기타무대공연을 위한 각본, 필름검열, 무대검열이 

엄격해졌다.61  이때 단속의 근거가 된 법은 형법, 경범죄처벌법, 

                                            
60
『경향신문』, 1969 년 07 월 05 일자.  

61
형법제 243 조「음화(淫画)등의 반포」=음란한 문서도서 기타물건을 반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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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광고물단속법이었다. 경찰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뿌리뽑기로 한 사회퇴폐풍조의 단속방안은 다음과 같다.62 

 

①각종 유흥접객업소와 유기장의 비위 및 

퇴폐행위=단속책임제를 실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유기를 도박으로하거나 사행심을 돋우는 유기장은 

1 회적 발로 허가취소하고 사행성있는 유기기계에는 사용금지 

딱지를 붙인다. 

②사창・콜걸 행위=하월곡동 21 개지역과 무교동 소공동등 

4 개지역에 집중단속반을 상주시켜 윤락여성과 그 상대자를 

적발, 윤락여성은 시립부녀보호소등에 수용하고 상대는 

명단공개등의 수단을 강구 

③숙박업소 또는 독탕에서의 윤락행위=협회 업주종업원등을 

통한 계몽을 철저히 하고 1회 적발되면 30일간 영업정지처분, 

2 회적발되면 허가취소 

④저속한 영화공연・음반・외설물 등=각구별로 단속반을 편성, 

적발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문란한 공연행위를 한 

유흥업소등은 영업허가 취소. 

⑤ 습관성의 의약품취급행위=해피스모크 LSD 등 환각제를 

팔거나 제조하는 업소는 물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4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44 조 [음화등의 제조], 경범죄처벌법 제 1 조 27 호 

히피유와 전위를 표방한 퇴폐단속, 공연법제 3 조 [공연자의 등록]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아니한 공연행위, 공연법제 14 조 [공연신고], 공연법제 29 조 

[과태료], 선전광고물의 저속과장 묘사- 광고문단속법제 4 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단속법제 7 조 [벌칙], 광고물단속법제 19 조 [선전물], 

광고물단속법제 29 조 [과태료]  
62

 『경향신문』 1971 년 09 월 2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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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약품도매협회 약사회등을 통해 그 명단을 작성, 

서울시마약감시반이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없이 

위급하는 업소는 허가취소.  

 

 또 이때 시행계획에 따라 밝혀진 문공부의 영화검열기준은 

①정사장면, ②여신의 반라 또는 전라장면 ③ 여신의 외설적인 

장면, ④동성애의 묘사 ⑤기타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외설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고 되어 있었다.  

 유신체제성립직후인 1972 년 10 월 19 일 계엄사령부는 

군・검・경고위치안관계관 회의를 긴급소집하고 “모든 체제의 

유신적인 일대개혁을 위해” 고질적인 퇴폐풍조, 사회악을 

뿌리뽑도록 지시했다. 유신적 일대개혁의 첫단계 작업으로 

퇴폐풍조 일소를 내걸었다는 점은 5.16 쿠데타 당일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정화에 대한 성명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첫해인 1972 년 한해 동안은 장발족, 고고홀출입, 

전위적인 옷차림등 각종 퇴폐풍조사범을 39 만 6 천여명이나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적합한 

법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규정의 부재와 법의 

유추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이같은 맹점을 메우는데에도 큰 구실을 만든 셈이다. 

 1973 년 2 월 1 일 비상국무회의는 「경범죄처벌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기존의 처벌대상 47 개 항목가운데 

3 개항목을 보강하고 8 개항목을 추가했으며 처벌대상은 55 개로 

늘어났다.  

 

-보강항목: 제 18 호 “노상, 공원등에 휴지, 담배꽁초를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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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추가 

제 19 호: “침을 뱉는 행위”추가 

제 28 호: “공공의 장소시설에서의 술주정행위”추가 

-신설항목 이하 제 1 조 

제 48 호: 허무맹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제 49 호: 지나친 장발을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비천한 의복, 

장식을 착용하는 행위 

제 50호: 투명한 옷을 입거나 치부등 신체의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행위 

제 51 호: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제공행위 

제 52 호: 흥행장 또는 경기장에서의 입장권전매행위 

제 53 호: 역, 정류장, 흥행장, 경기장에서 줄지은 결에 끼어들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 54 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과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55 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총포, 화약류등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주의없이 조작, 장난하는 행위 

 

 장발단속 기준은 “귀가 완전히 나오고 뒷머리가 와이셔츠 

깃에 닿는지”였으며 미니스커트 단속은 무릎위 17cm 였다. 

63 1973 년 3 월 10 일에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발효되었다. 

1973년 장발단속 실적은 1만2,870건이었고 1974년6월1~8일 

사이에 서울시경이 주도한 장발단속에 걸린 사람은 무려 

1 만 103 명이었다. 그중 9,841 명은 머리를 깎아 훈방했고 머리 

                                            
63
강준만, 2007,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5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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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를 거부한 262 명은 즉심에 넘겼다. 64 

 1975 년에는 베트남 패망으로 인한 공산권의 세력확대와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위기 국면으로 또다시 돌입하게 된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퇴폐행위단속을 벌려온 치안본부는 12 월 16 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5 천 27 명의 풍기사범을 적발, 이중 17 명을 

구속하고 1 백 43 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퇴폐행위내용은 

음란 61, 음란물반포 9, 윤락 1 백 5, 미성년자출입 4 백 41, 

미성년자고용 9, 도박 78, 폭력 2 백 15, 소란 670, 

장발기타가 3 천 439 명이었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된 

퇴폐풍조단속이외에도 소규모의 단속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단속은 음란성범죄특별 단속이 시작된 1969 년이후 

강화되었으며  1971~72년과 1975~76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971 년은 기생관광을 

권장하기위한 관광진흥법이 제정된 해이며 1972 년은 

국제관광협회가 설립된 해였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고 

장발단속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 1973 년에는 

“퇴폐풍조”, “사회정화”대신 “경범죄처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하지만 1973 년는 기생들에게 통행금지지역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줄 만큼 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묵인이 아니라 인정 한 해이기도 했다.  

 

2) 검열을 통한 통제 

 

 박정희정부의 정치, 사회적 특징은 “정권의 개인화와 

정치사회의 위축, 총력안보체제, 그리고 국가주의적 사고와 

                                            
64

 조희연, 2007,『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역사비평사, 1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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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유기체적 사회론의 주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과 목표를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만 했다. 65  이같은 사회적 이념성은 정권에 대한 비판,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외설적이거나 소비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 

역시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는 퇴폐적이거나 

소비적인 사회풍조를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검열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반공의 이념에 저촉되거나 한국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했다.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검열은 유신체제로 접어들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억압적인 통제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1960~70 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문화가 

대폭 발달하게 되는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퇴폐적이며 대중의 저급한 욕구에 영합하여 향락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었으며 검열은 꼭 정치나 사회적 내용에 

관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치성과 함께 중요한 검열 

기준은 퇴폐, 외설, 폭력의 문제에 모아졌으며 영화검열의 

시행규칙에도 잔인한 묘사, 사살행위 장려의 우려, 육체, 의상의 

과잉노출과 선정성, 동물의 성기, 성교장면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66 

 5.16 이후 방송・잡지・주간신문・도서출판・문화예술・아동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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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곡숙, 2008, 「한국 영화검열과 코미디영화: 1960 년대 후반기 한국 

박정희정부의 영화검열의 사전억제와 코미디영화의 순응의 의식화, 부조화의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36 호 9 쪽, 인용. 
66

 김창남, 1995,「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역사비평』30, 

역사문제연구소, 5 쪽. 



 32 

등 당시 대표적 미디어와 문학예술 전반에 걸쳐 

자율규제기구(윤리위원회)가 다발적으로 설립되어 박정희정권은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민간기구를 장악하여 국가정책사업을 대행, 

집행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67 그리하여 각 윤리위원회가 

설정한 윤리요강과 윤리실천요강에 의거한 자율심의가 광범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직체계와 실행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검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68 

 1965년 5월3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한레코드제작 

가협회,전국극장연합회,주간신문발행인협회,한국방송윤리위원회,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한국연예단장협회,한국 

영화업자협회, 한국잡지발행인협회 등이 참여하여 매스컴윤리 

선언을 발표했다.69 

 

우리 매스콤의 創作 및 制作活動에 있어 反社的이며 

非倫理的적인 要素를 果敢히 除去함으로써 매스콤의 基本姿勢를 

確立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 오로지 大衆의 口味에 迎合하여 

商業的 眼目에만 偏重하는 나머지 故意로 煽動, 卑猥, 不義 

등의 内容을 取扱하여 우리의 美風良俗을 阻害하는 모든 創作 

및 創作態度를 厳戒하며 排撃한다, 非行을 一掃하고 

創意性과 보다 充実한 内容을 期하여 国民의 教養과 

文化生活에 利益되도록 作品活動을 浄化한다.  虚偽事実의 

報道나 故人의 名誉毀損을 避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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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2008, 「국가동원과 가족계획」『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아카데미, 287 쪽. 
68이봉범, 2011, 「1960 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 

75 권, 415~4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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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965 년 05 월 0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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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固有文化를 保護育成하는동시에 低俗하고 浮薄한 

外来文化에 対한 警覚心을 높인다. 青少年善導에 

이바지하도록 促求한다…….  

 

 이것은 매스컴이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요소를 시정해 

민족문화육성에 앞장서겠다는 표명이었다. 70  하지만 이 점을 

두고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는 “매스콤” 종사자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할 길이며 새삼스럽게 선언의 형식으로 다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조항들이 어찌하여 왕왕 위반되고 있으며 

더욱 빈번히 유린되고 있는가의 원인을 따지는데 있지 않으면 

안되다”고 했다. 71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시기 되풀이 

개정된 윤리조항들은 비슷한 내용들을 새삼 확인 하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문제의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체 국가의 

이념목표만이 앞서 유신체제기에 들어서면서 그 거리감은 점점 

넓어져 대중과의 갈등을 낳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중문화와 매스콤의 중심이었던 영화, 방송, 

가요에 대한 검열을 통해 통제의 과정을 바라보도록 한다. 

 

영화정책 

 

 박정희정권에서는 전통문화는 물론 대중문화도 국민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영화는 대중문화정책 예산중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동원수단의 하나였다.  유신체제가 

                                            
70

 이봉범, 앞의 논문. 
71

 『경향신문』1965 년 5 월 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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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개입은 더 강력해 졌다. 제 1 차 

문화예술진흥 5 개년계획(1974~78, 1973 년 10 월발표)에서 

명시되었듯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념적 및 정치적 여론의 

일치를 유도할 필요와 작게는 국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데 저해요소를 제거할 필요”때문에 특히 

대중문화영역에서 엄격한 검열을 시행했다.72 

 이때 영화부문에 영화진흥공사(이하 영진공)가 성립했다. 

영화에 대한 국가권력을 영진공으로 집중시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세우고 효율적인 통제를 가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었으며 국책영화의 직접 제작, 제작비 융자 사업, 시나리오 

창작 지원 사업, 기자재 구입 및 대여 사업 등의 지원 사업, 

한국영화 수출 지원 사업 등 전방위적인 영화정책을 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73 

 특히 영화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과 결부되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진공은 수출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조사, 

홍보사업의 체계화, 영진공의 해외지사 설치 등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둘수 없었다. 반면 

1975 년에는 한국영화 3 편의 제작에 대해 1 편씩 보상하던 외화 

수입 쿼터를 각 사당 연간 외화 1 편으로 제한했으며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제하고 외화의 유출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영화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외국영화의 희소가치를 높임으로서 외국영화중심의 시장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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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수, 1973, 「한국의 문화정책」, 『문예진흥』제 3 권 4 호, 192~3 쪽. 
73 박지연, 2004, 「1960,70 년대 한국영화정책과 산업」, 『한국영화사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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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74 외국영화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영화관은 외화 상영에 치중했다. 외화 수입 쿼터를 

얻기 위해 제작 실적이 필요하던 국내 제작자들은 저급 영화를 

양산함으로 관객에게 외면받기도 했다. 

 1973 년에 개정된 제 4 차 영화법은 통치이념의 홍보와 

유신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검열기준(제 12 조, 제 13 조)을 새로 제시했다. 이때 

문공부가 발표한 기본적인 영화책은 ①유신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영화계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영화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②우리 영화의 제작은 양보다 질에 치중하고 전통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개발한다, ③ 외국영화는 우리의 유신이념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를 정선해서 수입한다, ④우리 영화의 

수출은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유신 한국의 해외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를 정선해서 추천한다.  

 유신이념의 홍보와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국산영화 우수영화 선정기준에서도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①10 월유신을 구현하는 내용, ②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애족의 국민성을 고무・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 

③의욕과 신의에 찬 진취적인 국민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 

④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는 내용, ⑤협동・단결을 

강조하고 슬기롭고 의지에 찬 인간 상록수를 소재로 한 내용, ⑥ 

농어민에게 꿈과 신념을 주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⑦성실・근면・검소한 생활자세를 가진 인간상을 그린 

내용, ⑧조국근대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산업전사를 소재로 

한 내용, ⑨예지와 용단으로써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74 박지연, 앞의 논문, 1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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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한 내용, ⑩국난극복의 길은 국민의 총화된 단결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 ⑪민족수난을 거울삼아 국민의 각성을 

추구하는 내용, ⑫수출증대를 소재로 하거나 전국민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내용, ⑬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상을 

부각시킨 내용, ⑭우리의 미풍양속과 국민정서 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⑮건전한 국민오락을 계발・보급하여 생활의 

명랑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 ⑯문화재 애호정신을 함양하는 

내용 ⑰고유문화의 전승발전과 민족예술의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⑱창작에 의한 순수 문예물로서 예술성을 높인 

내용이다75.  

 이처럼 정부가 영화산업에 직접 개입하여 영화산업 진흥과 

영화예술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증언＞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수복까지의 기간 

동안 한 여대생이 죽음의 공포속에서 적진을 맨발로 걸어 

남하해 국군과 합류하기까지의 전쟁 참상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76 그 외 <난중일기>, <집년>과 같이 과거의 영웅을 

현재 대중 속에 동질화시키려는 영화, <깃발없는 기수>, 

<낙동강은 흐르는가>로 대표되는 반공영화, <아내들의 행진>, 

<어머니>와 갈은 계몽을 통해 동원을 시도했던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77  이러한 영화들로 대표되는 

1970 년대 국책영화들에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근대화를 이루어야 하며, 근대화를 성취함으로써 고통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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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민족과 

국가에 의한 근대화의 추진을 선의 영역으로, 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그것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까지도-은 악의 

영역에 위치시킴으로 강력한 윤리관을 만들어 나갔다. 78  즉 

“공산주의와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족국가적 윤리 실천의 정점인 

정부의 지향에 반하는 것은 악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배제와 금지는 개인의 나태, 향락과 같은 

미시적인 일상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79 

 하지만 이렇게 우수영화 기준을 정해 영화진흥공사가 직접 

제작에 착수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책영화는 실패했다. 

대중화된 사회와 국민의 오락취향을 수용하는 영화제작은 

허용하지 않았다. 계도성, 교육성을 강조한 국책영화를 위주로 

일방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관객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80  이러한 사태에 1976 년에는 연진공이 직접 제작을 

담당하던 것을 일반 영화사들이 담당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때 국산영화대신 퇴폐풍조의 상징과 같은 

호스티스영화가 흥행하였다. 영화계 침체와 저질영화 양산의 

원인으로 검열을 지적하는 비난이 거세지자 1973 년 국회 

문공위에서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이 문공부장관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검열기준 대폭완화를 제안할 정도로 시비가 

이어졌다. 81  영화계가 불황에 직면하자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호스티스물 제작에만 골몰하여 

                                            
78 이호걸, 2004, 「1970 년대 한국영화」「한국영화사공부』, 135 쪽. 
79 이호걸, 앞의 논문, 135-136 쪽, 인용. 
80 김종원, 앞의 책 308 쪽. 
81

 『조선일보』1974 년 03 월 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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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유치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82  

 1960 년대에도 이미 에로영화가 노출된 상태였다. 「젊은 

육체들」, 「페드라」,「폭력교실」을 비롯한 외화가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묘사함으로서 비난을 받아 문교부가 

상영금지 및 신문광고행위를 조사한 바 있으나83 상영이 허용된 

것은 검열당국이 외화의 성묘사에 관대했기 때문이었다. 84 

실제로 1960 년대부터 일관되게 외화・예술영화와 상업영화에 

대해 검열의 기준과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분할검열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1975년 1월에 발표된 문공부 영화시책을 보면 

“수출, 국제영화제 출품작에 대해서는 작품의 예술성과 

해외홍보성을 감안하여 검열기준을 최대한 완화한다”고 밝힌 

것처럼 우수영화・예술영화와 상업영화, 해외용과 국내용, 외화와 

방화는 각기 다른 검열기준이 적용되어 있었다. 또 반공영화의 

경우도 에로와 폭력장면은 가위질을 면하기가 쉬웠다. 1968 년 

한 심포지엄에서 외화와 방화의 검열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자 공보부 공보국장이 “외국의 풍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며 1970 년대 후반에도 외화와 방화의 차별적인 

검열대우에 “영화는 다른 나라의 사회적・도덕적・윤리적 

기준에서 평가돼야 하므로 외화에서 인정되는 잔인성, 외설 등이 

방화에도 그대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 불만을 

일축했다85. 

 관객동원에 있어서 77 년에 개봉된 <겨울여자> 60 만명, <내가 

버린 여자> 38만명, 1978년에 개봉된 <속 별들의 고향> 3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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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영, 앞의 논문. 
83

 『조선일보』 1961 년 5 월 16 일자. 
84

 유선용, 앞의 논문, 39 쪽. 
85

 유선용, 앞의 논문, 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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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의 아파트> 28 만명 등의 기록을 세웠고, 이외에도 관객 

10만 이에 대해 영화평론가 호현찬은 “영화 경기를 살리는 데는 

아무래도 호스티스와 창녀들의 공이 큰 것 같다”고 했고 

영화감독 이원세는 “섹스묘사도 못하는 처지에 호스티스영화가 

범람하는 이상 풍조”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속에서 1978년과 

79 년에 문공부가 발표한 각 연도 영화시책은 “총화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쏟아져 나온 영화는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박용준 감독), <꽃띠 여자>(노세한 감독), 

<태양을 훔친 여자>(이원세 감), <학을 그리는 여인>(조문진 

감독), <가시를 삼킨 장미>(정진우 감독),<목마 위의 

여자>(김응천 감독)등과 같이 제목에 “여자”가 난무한 

호스티스류의 영화들이었다.86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어 온 것처럼 박정희시대 

영화에서 특히 많은 규제를 받았던 것이 성표현이었다. 호스티스 

영화가 흥행하기는 했지만 법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1973 년 

개정시에는 1966 년의 개정보다 더 구체적인 성묘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1966 년의 영화법 시행규칙의 검열기준 중 

성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살해・고문・사형・폭행 등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의상・율동・기타 언동을 선정적 또는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써 성도덕관념을 해할 때(11 항)”, 

“강간・간통・매음행 

위등을 정당화할 때”(14항)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1973 년의 개정에서는 “성기의 노출 또는 유방이나 육체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의상・율동・음향 등이 선정적으로 또는 

음란하게 묘사됨으로써 성도덕 관념을 해하는 것”이라는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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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였다.  

 1970 년 5 월 한달동안 예술윤리위원회(이하, 예윤)가 심의한 

시나리오심의 건수는 총 33 건인데 이중 3 분의 1 이 불건전한 

에로티시즘을 다룬 것들로 나타났고 이것들은 우선 

제목에서부터 섹스물임을 자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이 

심의를 거친 작품 중에서 <결혼교실>, <위험한 남편>, 

<사나이가슴에 비가내린다>, <사랑에 목숨걸고>, <연애시대>, 

<방에 불을 꺼주오>, <사랑하는 마리아>등 제목에서부터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인원을 동원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이것들의 대부분이 그 내용에서 알몸공세와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다루고 있다.87  

 음란물 특별단속이 있었던 1969 년에는 <벽속의 

여자>(박종호감독), <너의 이름은 여자>(이형표감독), <내시>(신 

상옥감독)가 남녀정사장면을 지나치게 묘사했다며 음화제조의 

혐의로 감독이 입건되었다. 또 당시 음란사범은 영화법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1976 년에는 영화<춘몽>(1965)의 감독 유현목을 촬영시 

여배우의 누드장면을 찍었다는 이유로 음화제조로 유죄판결을 

내려 영화예술상의 음화한계를 처음으로 그었다. <춘몽>은 성적 

묘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감독이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영화가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근래 서양문화의 

침투로 성의 개방풍조가 과거에 비해 높아져 우리 사회에 성적 

풍속감정이 크게 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여자의 유방, 

여자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부로 노출시키는 풍속이나 

감정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풍속이나 감정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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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노출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일반화되지 않았고 정상적 대중에게는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갖게하므로 사회의 선량한 성적 도의감정을 파괴하는 성의 

표현”이라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이 행위는 사회의 일반이익을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에 대한 통제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반공, 새마을 등의 

주제를 담고 있었던 소위 국책영화들을 일방적으로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책영화가 실패하자 관객유치의 

돌파구로서 호스티스영화를 권장했다. 경제개발이 전투화 된 

상황에서는 섹슈얼리티도 귀중한 상품으로 이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검열기준에서 성묘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여배우의 

누드를 찍은 감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 정신적 분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상품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권장하는 

정책과 분명히 모순되는 조치였다.   

 

방송정책 

 

  조국근대화를 시정의 기본목표로 설정한 군사정부는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동원을 위한 반공홍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방송을 

그 주된 홍보매개체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88 . 하지만 

1970 년대 들어서면서 불륜드라마, 눈물을 강요하는 연속극, 

억지 웃음만을 강요하는 코미디쇼, 히피풍패션과 밤낮 꼭같은 

가수들만이 출연하는 가요프로그램 등이 방송프로그램의 비중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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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게 된다. 방송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자율심의에 의해 

방송윤리에 어긋난다고 결정된 건수가 500 건미만인데 

1969 년에는 715 건, 1970 년에는 818 건, 1971 년 5 월말까지는 

275 건에 이르고 있었다. 89방송 프로그램의 저질저속화로 인해 

“텔레비존이 일상생활면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졌고 기성도덕, 

생활습관에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무감각, 무분별, 

현실도피증마저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두고 

“텔레비존 공해”라는 말이 등장하기 까지했다. 90 

 이러한 저속프로그램의 타성을 막기 위해 1972 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중앙방송국을 한국방송공사 

(KBS)로 전환하여 1973 년에는 방송법을 제 2 차로 개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방송윤리위원회를 설치, 주 1 회 방송프로를 사후심의하도록 

한다. 

②각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 자체방송프로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며 월 일회 문공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각 방송국이 방송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문공부장관에게 그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권을 부여,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3 년마다 행하는 방송국 재허가를 

유보할수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체제에 반하는 이념의 유포를 막는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규제의 수준을 넘어 텔레비전을 체제 홍보의 

                                            
89 『경향신문』, 1971 년 6 월 19 일자. 
90 『동아일보』, 1973 년 11 월 2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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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단위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91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방송윤리위원회는 1962 년에 임의의 민간 

단체로 발족해, 1963 년 방송법 통과로 법률상의 기관이 되었다.  

1964 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방송법의 방송윤리위원 

회 부분이 삭제되어 다시 임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1973 년 

2 월 16 일 박정희정권은 방송법의 개정을 거쳐 법정기구의 

위치를 획득했다.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질 1973 년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로서 

권위주의 정권이 건전한 국민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규정의 기본가치는 한국사회의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 근대화 도상에 전통적 

문화속에 자라온 가치와 서양문화의 침투이래 새로 

형성되어가는 가치사회의 갈등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었다. 92 

발족 당시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사항에는 ①인권존중 

②민족문화의 보존과 보급발전 ③보도・ 평론의 불편, 부당과 

공평보장 ④학교방송 ⑤아동및 청소년의 선도 ⑥결혼 및 

가정생활의 순결 ⑦광고방송의 기준책정 ⑧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⑨기타 공서양속등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애매한 이념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개입에 이어 방송윤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보도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91 조항제, 2003, 『한국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68 쪽. 
92

 목진자, 1970, 「한국방송윤리의 자유규제성과 그 

문제점」『한국언론학보』제 3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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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국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보도는 피해야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는 의도적으로 은폐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밝은 면은 강조, 

부각해줌으로써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이 국민의 총화와 안보의 문제가 시급한 때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정신력 고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그 어떤 다른 기능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3 

 방송공사의 설립과 방송법개정에 이어 명랑건전한 보도와 

교양프로그램을 전체방송의 3%이상 배정할 것과 연속극감소, 

퇴폐배제, 어린이프로그램의 증설, 그리고 각 방송국이 

자체심의를 강화할 것등을 각 방송국에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신체제 성립이후 1976 년 「TV 의 국민교육매체화방침」의 

발표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1976 년의 시간대 편성지침에 따라 

뉴스와 보도, 교양프로가림의 시간량이 크게 증가하고 

오락프로그램은 10%나 감소되었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질화가 심각화되어 가던 1970 년에는 

문공부가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몇가지 저속프로그램을 

문화방송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94  그중 하나가 한국최초의 불륜드라마로 불리는 <개구리 

남편>이었다. 여비서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 주목할 점은 

이 방송을 직접 본 박정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비서와 사랑의 행각을 벌이면 어찌 되겠느냐”며 수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93 조항제, 2003, 앞의 책,179 쪽. 
94

 『동아일보』, 1970 년 11 월 2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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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970 년대 방송의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법외적 

조치(1972~1976) 

연도 형식 내용 

1972 발표 다큐멘터리는 국론통일을 저해하는 정치적 

사건의 소재를 다루지 말 것 

1973 담화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선도하는 보도의 강화 

-사회교양물을 1 일 1 편 이상 편성 

1974 실천요강 -국론 분열, 주쳊성 저해, 경제질서나 

노사분규 유발의 프로그램 금지 

1974 통보 방송원고 1 년, 녹화는 1 개월간 

보관(긴급조치 세부규정), 사전심의 의무화 

1975 행정지도 정책시간대 신설 

1976 행정지도 시간대 편성지침발표 

출처: 조항제(1994)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 방송에서 많은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것이 “성표현”이었다. 95 1970 년대는 쇼, 

코미디와 함께 TV 드라마의 홍수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드라마는 그 자체가 가지는 성질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주제에 따라서는 “성표현”에 기울이기 쉬웠으며 그만큼 

규제를 받게 되었다.  

 <너를 사랑한다>(MBC, 1970.9)는 애인 사이인 주인공들의 

베드신이 10 초 정도 방영되어 “주의”조치되었고 <어머니>(TBC, 

                                            
95
백미숙, 강명구「“순결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텔레비전 드라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한국방송학보』 21 권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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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는 남녀의 다리 부분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남녀 간의 

정사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되었다 96 .  잔인한 

성범죄의 묘사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올드미스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장면 역시 방송소재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받았다. 97 

 한편 1973 년 2 월 16 일 개정공포된 방송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3 월 1 일 문화방송 자체 내의 기구개편과 함께 신설된 

기획심의실은 그 밑에 기획관리부와 방송심의부를 두고 

방송법이 규정한 심의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송계에 

자율규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전심의제가 공식화하기 이전인 

10 월 유신때 였다. 10 월유신에 따른 구체적 자율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주제설정에 있어서 국민정신이나 

공서양속 그리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 둘째 

음악에 있어서 광활적인 리듬이나 선율이 담긴 것, 과도한 

노출을 일삼는 쇼의 부분, 또는 저속한 언행과 불도덕한 내용을 

담은 것, 셋째 그 내용이 퇴폐적이며 비관적인 것, 넷째 

비능률적인 요소가 담긴 것, 다섯째 기타 저질적이요 폭력이나 

살인 및 선정적인 내용이 담겨짐으로써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은 극력 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드라마부문의 자율규제의 주요내용으로 멜로드라마인 경우 

삼각관계, 불윤가정파탄의 소재선택을 피할것이, 공개쇼 

부문에서는 장발족의 출연등을 극력히 피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98  겉으로는 방송프로그램의 정화를 통한 건전화를 

                                            
96

 백미숙, 앞의 논문, 151 쪽. 
97

 백미숙, 앞의 논문, 151 쪽. 
98

 「문화방송사:1961-1982」 문화방송 163~16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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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목적이 있었다.99 

 1975년 5월 23일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 호를 선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국가안보와 

국민총화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요청되는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방송내용을 정화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실천요강에 적극따르기로 결의했다. 100 

그리고「방송정화실천요강」을 발표했는데 연예오락부문의 「실 

천요강」과 「방송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101 

 

「실천요강」 

① 연예오락방송은 사회기풍을 바로잡고, 국민정서순화를 위한 

건전한 내용이 되도록 한다. 

② 음악프로그램은 퇴폐적이거나 허무적인 것을 배제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을 적극 반영하며, 세트・의상・연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정적이거나 사치의 낭비적인 요소를 추방하여 

희망적이고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방송금지사항」 

① 국론을 분열케 하거나 사회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 

② 불건전한 남녀관계와 선정적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내용 

                                            
99 안덕흥, 1981, “한국방송발달사”, 8 쪽. 
100

 『경향신문』1975 년 05 월 26 일자. 

101
 김행선, 앞의 책,18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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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민의 생활윤리를 해치거나 청소년 선도를 그릇되게 하는 

내용 

 

 또 1977 년 방송윤리위원회는 다시 방송드라마 기준을 

제정하여 ①무분별한 남녀간의 애정관계나 환락 ・ 윤락가의 

일들을 소재로 하거나 지나치게 묘사 부각시키는 내용, ②가정의 

고부간・부부간・기타 가족 성원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묘사함으로써 혼인제도나 가정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③ 등장인물을 무절제하고 비생산적으로 묘사하거나 지역간・

계층간의 감정을 유발케 하는 내용 등을 금지시켰다.102  이러한 

조치는 유부남과 옛 애인인 과부사이의 애정행각과 

혼외정사(<당신>,MBC,1977.5~78.6), 유부녀와 연하남의 불순한 

남녀관계 조장(<후회합니다>,MBC, 1977.11~78.4)등의 소재로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들이었다.103 

 1969 년부터 80 년까지의 방송윤리위원회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성표현 규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규제대상이 된 소재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 일탈적 성풍속, 불륜, 혼전 성관계 

였으며 허용과 금기의 영역은 성표현이 부재하는 남녀간의 사랑, 

일탈적 성풍속의 금지, 불륜의 금지와 순결한 성 등 세가지로 

나타났다.104  

 1970 년대 유신시기 방송 내용 심의는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문화공보부의 감독 등 삼원 체제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규제보다 

                                            
102

 김행선, 앞의 책 185 쪽. 
103

 백미숙 157 쪽. 
104

 백미숙, 앞의 논문 1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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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법외 통치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05  

 

가요정책 

 

박정희 정권은 1966 년에 발족한 예술문화윤리위원회를 통해 

“대중가요 재심 원칙과 방향”이라는 명목 아래 가요에 대한 

규제방침을 선포했다. 1967 년 3 월 「음반법」이 

제정・공포되어  1968 년부터는 가요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었다. 

이 법의「행정요강」제 2 조 제 1 항은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국내 및 복사판(외국레코드) 모두에 대해 1968 년 2 월부터 4 월 

11 일까지 예륜에서 경과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륜 

산하의 “가요심의위원회”는 1968 년 2 월 108 곡의 가요를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가요에 대한 검열과 금지를 본격화 

했다.106 

 유신체제기 긴급조치 9 호를 발표한 후에는 대중문화, 예술의 

퇴폐성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지에서 

1975 년 6 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한다. 

문화공보부는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인 

퇴폐풍조를 없애기 위해 5 일 가요, 음반, 연극, 영화, 쇼우등을 

포함한 공연활동과 예술창작활동의 정화방침을 포함한 

공연활동과 예술창작활동의 정화방침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105

백미숙, 강명구, 앞의 논문, 21 권 1 호, 149 쪽. 
106

 양삼석, 「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2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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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겠다고 밝혔다. 107 

 

1. 국가의 안전 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공연물 

2. 국력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해하는 공연물 

3.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4. 사회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퇴페적인 공연물 

 

 1975 년 12 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976 년 5 월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가 설치되었다. 그동안 음반심의를 

담당해 오던 예윤이 해체되어 공윤이 모든 심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 공연법으로 인해 공연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공연들의 사전 심의기구인 공윤의 설치를 통해 

유신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극작가, 연출가, 배우, 극장주등 연극관계자들의 공연활동을 

원천적으로 감시 ・ 통제・금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예술활동을 규제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108  

박정희 정권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대중가요의 검열과 

통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파할 수 

있는 노래운동을 펼쳤다. 곧 1960 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주도로 

건전가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09 건전가요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특정정신이나 기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띠고 생겨난 목적 가요이다. 문공부와 정부기관 및 

관변단체를 통해서 건전가요보급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건전가요 

                                            
107

 『동아일보』, 1975 년 06 월 07 일자. 
108

 김행선, 앞의 책 187 쪽 
109

 문옥배, 앞의 책 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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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위해 “건전가요보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에는 가요의 저질화가 문제시되어 있었다. 110 

1972 년 예륜이 주최한 『건전가요의 대중화문제』라는 

좌담회에 음협 이사장이나 예륜위원장 등 음악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요의 저질화 원인을 가사내용과 창법의 

저질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트의 시스템이 없는 

가요계 활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며 “슬픔이나 

눈물따위의 가사는 빼야겠다”, “명랑하고 즐거운 가사를 쓰자”, 

“시적 암성이 나는 것이어야 겠다, 사이키한 것보다 우리민족의 

얼이 담긴 리듬에 좋은 가사만 붙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건전가요가 되겠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문공부는 각종 

매스콤을 통해 건전가요 계몽과 캠패인을 벌리기 위해 

①건전가요를 제정, 선정하여 보급하고, ②건전가요경연대회를 

열어 건전가요붐을 일으키며 ③새노래부르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노래활동을 육성하기로 했다. 111  1976 년부터는 

레코드 제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건전가요 한 곡씩을 반드시 새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는 건전가요 삽입의무제도 시행되었다.  

 또 1975 년 「음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었다. 1965 년 「음반법」 제출시 에는 1.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음반, 2. 직접 ・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을 규제했던 것을 75 년 개정시에는 1.국헌을 

문란하게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2. 민족적 주체성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음반, 3. 사회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음반, 4.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으로 보강하고 통제를 

                                            
110 『경향신문』, 1972 년 11 월 04 일자. 
111 『동아일보』, 1972 년 3 월 1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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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켰다.     

 단 예윤, 공윤에 의한 사전심의나 사후심의를 거친 후에도 그 

노래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는 방송심의를 따로 통과해야만 했다. 

방송금지곡은 작사월북 ・ 왜색・표절・ 

창법저속・저속・가사저속・퇴 

폐・허무・비탄・애상・불신감조장・품위없음・불건전・치졸・

기타・방송부적 등의 사유로 금지되었는데, 특히 

“방송부적”이라는 사유는 공윤에는 없는 금지사유로, 이는 

구체적 금지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유로서 

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조항이었다.  

 유신체제의 금지곡들은 대부분이 “음악장르에 상관없이 

노랫말이 불건전하고 퇴폐적”이라고 평가된 것들이었다. 

유신체제 음악통제양상을 연구한 김은경은 이 시기 금지곡들을 

가지고 그 성격을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인 국가주의,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 경건과 엄숙의 강조라고 지적했다.   

 금지된 대표적인 노래를 정리하면 112  우선 신중현 작사 

작곡의 “미인”(1975.8.4 방윤금지번호 715)은 유신체제의 성격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였다. 가사 중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의 내용이 “자꾸만 하고 싶네”의 내용이 

“자꾸만 하고 싶네”의 성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정희시대의 장기집권을 야유하는 

식으로 유행되어 금지된 것이었다.113  

 

                                            
112

 문옥배, 2004 ,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솔, 김은경의 논문을 참고로 

함. 
113김은경, 2011,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 11 권 제 2 호 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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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미인) 

 

“영시의 이별”(이철수 작사, 배상태 작곡)은 실패한 사랑을 

“젊은 날의 불장난”으로 표현하였는데, “불장난”은 곧 일회성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유연애” 혹은 “성 

개방풍조”를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곡은 “불신감조장”으로 금지되었다.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밤거리 

이별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0 시처럼 사랑아 안녕 (0 시의 이별) 

 

 또 이성간의 애정 관계는 노래의 주된 주제가 되기 

마련이었으나 당시 건전가요를 통해 밝은 노래를 장려했던 

정권은 사랑의 회의와 허무함을 불건전한 것으로 보았고 

금지시키기도 했다. 114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담았다고 해도 

예술음악은 금지곡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대중가요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하였다. 

“댁의 부인은 어떠십니까”는 후렴의 “그러나 모를 건 여자의 

마음 아- 그랬을 줄이야”부분이 부정한 아내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며 “품위없음”이라는 사유로 금지되었다. 

                                            
114

 문옥배, 앞의 책 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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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댁의 부인은 어떠십니까 

아침에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알뜰하고 상큼하지요 

저녁에는 미소로 언제오세요 상냥하고 얌전하지요 

 

2. 댁의 부인은 어떠십니까 

출근시간 늦어요 어서 가세요 서두르며 재촉하지요 

열두시가 한정이니 너무하세요 눈흘기며 돌아앉지요 

 

그러나 모를 건 모를 건 모를 건 여자의 마음 

아-아- 그랬을 줄이야 그랬을 줄이야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길이단속 등 당시 사회상을 직설적으로 

그려 “가사불건전”, “반항적”이라는 사유로 1975 년 7 월 5 일 

금지된 “어떤 말씀”(백순진 작사/작곡)이 있다.  

 

1.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머리 긴 채로 명동 나갔죠 

내 머리가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것참 야단났네 아저(경찰)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갔더니 이발소에 데려가 내 머리 싹뚝 

 

2. 어머님의 말씀 안 듣고 짧은 치마 입고 명동 나갔죠 

내 치마가 멋있는지 모두들 나만 쳐다봐 

바로 그때 이것 참 야단났네 아저씨(경찰)가 오라고 해요 

웬일인가 하여 따라갔더니 그 다음은 말 안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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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예윤의 위원장이었던 조연현은 “불건전가요 시시비비” 

에서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가요, 또는 기존 도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요, 성행위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가요, 이런 통속의 가요들이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가요 속에서도 많아 이러한 가요를 방임해 둘 

수 없는 당면한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 때문에 가요를 당분간 

제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음악적 

기준과 잣대가 분명치 않은 조처였다고 진술한다.115  

 또 “국내가요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문의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문의중에서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세미나에서도 제가 대답을 가끔은 했습니다만 이 기준을 

물리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한계를 규정하는 자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넘으면 안되고 그안에 들면 된다고 하는 편리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게 

없습니다. 가령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하는 

명문화된 조문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조문 역시 순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예요. 

얼마든지 그 적용에 신축성 있고 애매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요. 가령 기존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을 지워 금지시키기만 구체적으로 붙이느냐 하는 것은 

어려워요.”116라고 하면서 심사위원으로서 단속 기준의 애매함에 

                                            
115 김은경, 2011,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검열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 11 권 제 2 호 76 쪽 
116

 조연, 1976 “불건전가요 시비비비” 신동아 3 월호 309쪽,김은경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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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특히 금지기준 중 “방송부적”은 애매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있었다. 1973 년에 건전가요로 선전되어 있던 <아침이슬>이 

75 년에 와서 가사의 “태양은 묘 위에 붉게 타오르고”의 붉은 

태양이 북한의 인사를 지칭한다는 지나친 해석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똑같은 이유로 금지된 곡으로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신중현의 <설레임>등이 있었다.   

 

 영화와 방송, 가요에 대한 통제는 각 문화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식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방송에서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 요구되었으며 통제 또한 

완화없이 80 년대까지 이어졌다. 가요에서는 건전가요 

보급운동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홍보했으며 가사의 내용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생산성이 동반되는 

영화에서는 국책영화의 이념에 반하는 영화를 통제하면서도 

영화산업 암흑기에 들어가자 호스티스영화의 번성을 묵인하고 

국회에서 검열기준의 완화를 제안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한국의 민족문화와 대비해 외래풍조나 왜색문화를 퇴폐의 

상징으로 규정하여  비판을 강화한 반면에 외국영화의 

검열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나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에게 기생관광을 권유한 것은  “우리 민족만이 

깨끗해야 한다”는 배제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성장에 

기여하는 성은 권장하는 경제개발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정책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76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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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신체제하 대중문화통제의 특징 

 

 1970 년대 대중문화통제는 베트남참전,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감축, 북괴위협, 베트남패망과 같은 예외상태가 지속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제는 징병제,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사회통제시스템의 구축과 경제개발의 전투화로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이에 비해 따르지 못했던 정신적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오자는 제 2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불온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한편에서 “퇴폐”와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해한다”등의 이유로 배제되어 간 문화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가 퇴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으로 

단죄”한 측면이 있었다.117  

 물론 박정희정부는 “퇴폐”라고 규정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는 대중문화없이 대량소비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퇴폐성 문화들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퇴폐적”이라고 간주되는 쇼나 가요 

프로그램의 화려한 의상과 세팅은 대중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기제가 되어 있었다.118  또 이러한 문화가 초래하는 탈의식화가 

자신의 정권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식하고 묵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체제의 구축과 통제를 유지하려면 어느정도 

사회전반의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 즉 국민들이 정치에만 관심을 

                                            
117 김은경, 앞의 논문, 73 쪽. 
118 김옥경, 앞의 논문, 2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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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도 안되고 퇴폐적, 향락적 대중문화에 빠져도 안되며 어느 

한 쪽에 기울임이 없이 체제유지를 위한 적당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유신체제하 대중문화는 그런 정부의 

의도를 적당하게 조절할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통제정책은 어떤 때는 애매하고 어떤 때는 

극단적일 수 밖에 없었다.  

 

1) 군사주의적 문화통제와 애매한 기준 

 

 각 법, 규제, 규범에 나타난 대중문화통제의 공통되는 특징이 

바로 애매한 개념을 통제와 단속의 근거로 썼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는 대부분이 애매한 개념들로 

된 윤리, 도덕의 강조로 이루어졌으며 그 개념 자체가 통제의 

목적을 겸했다고 할 수있다. 통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규범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공서양속, 사회질서, 공중도덕과 같은 개념들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보존시키기 위해”,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위배되는”,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소해하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와 같은 개념들이 

윤리규정에 꼭 명시되었다. 1971 년 퇴폐풍조일제단속이 

벌어졌을 때 논란이 된 것은 단속의 기준문제였으며 이 때 

머리를 깎게 된 한 청년이 「삭발기준이 순갱의 기분에 

달려있느냐」고 항의한 것처럼 단속은 경찰의 윤리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119 

 당시 이러한 개념들이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 처벌의 충분한 

                                            
119

 『조선일보』, 1971 년 10 월 0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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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 것에는 범죄를 “생활규범 내지 도덕 혹은 생활상식의 

위반으로 규정하여 그 위반자를 도덕적 비행자로 몰아가는 

구도”를 설정했다는 배경이 있다. 120  박정희시대 징병제의 

성립과 사회통제의 강화는 일상영역에 범죄자를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들의 영웅이 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 국민이 스스로 

도덕적 관리를 행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다. 신병식의 

말을 인용하자면 앞서 제기한 박정희 시대에 강조된 애매한 

규정들, 즉 미풍양속, 공서양속, 사회질서, 공중도덕과 같은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일탈의 영역의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비상사태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고도로 강조될 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요구되었다.121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대식 개발동원체제는 한편으로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속전속결로 돌진하는 과감성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나 권력에 대한 도전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제압하는 “비관용”적 태도가 존재했다. 이런 

시각을 바라봤을 때 노동자의 분규는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었고 

기업은 병영적으로 조직화하고 통제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122절대적인 복종,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동원, 처리하는 경향은 

1960 년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1964 년 가요가 너무 

퇴폐적이라는 여론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 때 문화공보부 장관 

홍종철은 곧바로 항국방송으로 달려가 가요 레코드를 

짓밟아버렸다. 이 사건은 당시 군부 출신의 권력 엘리트가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120 신병식, 앞의 논문, 154 쪽. 
121 조희연, 앞의 책, 155 쪽. 
122 조희연, 앞의 책, 88-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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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970 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건들은 셀 수 없이 

증폭되었다.123퇴폐풍조 단속과 검열에 나타나는 대중문화통제는 

“군사주의적 문화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24 

 

2) 성표현을 통한 대중문화 통제 

 

 박정희시대 사회생활에서 “향락풍조의 만연”이, 문화풍도에서 

“개인주의와 퇴폐요소”가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열거되었다. 125  그리고 이들의 범죄화와 일탈의 설치로 중요한 

수단이자 긴장성을 유지하는데 적당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섹슈얼리티였다.  

 박정희시대 대중문화통제는 성표현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어 음란물 특별단속, 영화검열에서 

성표현의 금지조항 구체화, 영화감독의 유죄판결, 불륜 드라마의 

수정명령, 성적인 상상력을 유발한다며 금지된 곡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1970 년대 대중문화의 중요한 

양상이었다.  

 성에 대한 검열, 통제는 일상・문화・ 취미・습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전시체제하에 

들어서면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126  또한 푸코에 

따르면 “근대이후 사회가 도덕적 통합, 경제적 복지, 국가의 

                                            
123 조희연, 앞의 책 89 쪽. 
124 정근식, 앞의 발표문. 
125 허은, 앞의 논문, 258 쪽. 
126

 권명아, 2007, 「풍속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민족문학사연구』제 33 호. 



 61 

방위, 위생과 건강 등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개인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규제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성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127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책을 펴나가던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 거시적,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라는 개인의 

욕망의 표출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성표현을 통한 통제는 일제 총력전체제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것을 표현한 작품들, 퇴폐성을 수반한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이었다.  총력전체제하에서도 “문화”의 

유통이 국민통합에 커다란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건전성과 동시에 전시문화의 핵심으로 거듭 강조된 것이 

“명랑성”이었다. 여기서 “명랑”이란 현재 쓰이는 유쾌하고 

활발함과 같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불건전함과 퇴폐의 

반대어로 기능했다. 128  전시문화 행정이 정책적으로 강조한 

“명랑성”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제일주의, 

국방제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내적 개조의 핵심코드였다. 또 그 

반대어로 기능한 퇴폐와 음울은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립하여 

개인적이고 여성적인 감상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반국가적 

정서를 지칭하는 말로 간주되어 서구문화 추종적 개인주의적 

감성, 개인주의적 신체를 비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29 

                                            
127

 이정옥, 2003, 「경제개발총력전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방식」, 

『아시아여성연구』, 제 42 집 231 쪽. 
128

 소래섭, 2011,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70 쪽. 
129

  박숙자, 2009, 「“통쾌”에서 “명랑”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제 30 집 225 쪽 2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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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퇴폐의 중심은 성적 표현이었다.  

 1930 년대 총독부는 체제순응적인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이에 저항적인 사상뿐만아니라 신문, 잡지, 음반, 영화 등 

퇴폐적인 오락물의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영화부문에서는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엄격한 규칙을 두었다.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 바로 그것인데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포옹과 키스 장면이 있으면 철제처분을 받기도 했다. 130  

1941 년 국민총력연맹에 문화부가 설치되고 적극적인 전시 문화 

행정이 강화되면서 영화, 연극을 비롯한 만화 분야에 대한 각종 

진흥책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131  

 한편 일제 총력전체제하 음반검열은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풍속괴란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성적 표현이 치안방해와 맞먹는 검열기준, 

처분이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1937 년 7 월에 중일전쟁이 

일어나 사회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자, 일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던 치안방해나 풍속괴란 외에 전시 상황에 

필요한 새로운 음반검열 지침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었다.132  

 한편 일제 총력전체제하에서는 풍속통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검열의 기준은 ①춘화음본류②성, 성욕 또는 

性愛등에 관한 로, 음란, 수치의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사회 

풍교를 해하는 사항③음부가 노출된 사진, 회화, 그림 엽서 

등(아동을 제외)④음부를 노출하지 않아도 추악, 도발적으로 

                                            
130

 소래섭, 앞의 책. 
131

 김예림, 2005, 「한국적 근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역사비평』 통권 73 호 겨울, 342 쪽. 
132

『조선일보』 1938 년 1 월 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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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나체 사진, 회화, 그림 엽서류⑤선정적, 혹은 음란 수치의 

정서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남녀의 포옹, 입맞춤(아동은 제외)의 

사진, 회화류⑤선정적, 혹은 음란 수치의 정서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남녀의 포옹, 입맞춤(아동은 제외)의 사진, 

회화류⑥난륜(亂倫)한 사항 단, 난륜한 사항을 기술해도 말의 

용법과 배열이 담백하고 꾸밈이 없어서 선정적이지 않거나, 혹은 

음란한 자구를 쓰지 않은 것⑦낙태의 방법 등을 소개하는 

사항⑧잔인한 사항⑨유곽(遊郭), 마굴(魔窟이나 売春婦) 가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을 칭한다)을 소개하여 선정적이거나, 또는 

호기심을 도발하는 것과 같은 사항⑩서적, 또는 性具(성에 관한 

장비),약품 등의 광고로 현저히 사회의 풍교를 해하는 

사항⑪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항  등으로 자세하게 

정해져 있었다.133 풍속에 대한 통제는 검열 및 기타 행정처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음란물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도 수많이 금지되었다. 134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20 년대 중반에서 전시체제하에 이르면서 풍속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제의 범위가 생활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135그리고 

이 생활영역에까지 확대된 일제 총력전체제기 풍속통제의 법적 

체제가 한국의 경우 박정희시대를 포함해 1980 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36  박정희시대 생활문화, 대중문화의 통제도 바로 

총력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강화된 것이었다.137    

                                            
133 『朝鮮出版警察概要』朝鮮総督府 警務課 도서과, 1940, 권명아 앞의 논문 

385 쪽에서 인용 
134

 금지된 서적은 권명아의 앞의 논문을 참조. 
135

 권명아,2008, 앞의 논문 42 쪽 

136김영환, 2004,「풍속을 해하는 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형사법연구』제 22 호 
137 허은,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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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근대이후 경제, 도덕적 통합을 이루고 개인이 개인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과 “전시”, “준전시”상태가 겹칠 

때 그것은 특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박정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시대 퇴폐풍조단속과 대중문화 통제의 이유로써 

섹슈얼리티는, 그것이 성적 수치심에 근거를 둔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인간의 본질적,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하나의 

보편적인 수단에 불과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범죄의 영역”을 

대중들의 생활과 문화속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섹슈얼리티는 분명히 금지하고, 규제하고, 범죄자를 양상하기 

쉬운 수단이자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표현을 통제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적 

자유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국가권력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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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박정희시대 대중문화 통제는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배경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원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명분이 없었을 때 박정희정부는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계기를 얻었고 이는 곧  사회통제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한편 1970 년대 박정희정부의 산업정책의 

중심이었던 “수출입국”은 경제개발이 전투화됨을 보여주었다. 

경제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와 국력 및 

문화는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정신적 

근대화를 내걸면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징병제와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사회통제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제성장에서 사회전반의 정신적 

발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회는 본격적인 대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대중문화는 국민정신 고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중매체를 통한 히피문화의 확산으로 

청년문화가 유행하자 박정희정부는 이를 사회윤리와 건전한 

국민정신을 파괴하는 퇴폐풍조로 규정해 단속을 가하게 된다.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검열은 유신체제기에 

접어들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억압적인 통제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유신체제이후 영화에 대한 

권력을 영화진흥공사로 집중시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세우고 효율적인 통제를 가했으며 국책영화의 직접 제작, 제작비 

융자 사업, 시나리오 창작 지원 사업, 기자재 구입 및 대여 사업 



 66 

등의 지원 사업, 한국영화 수출 지원 사업 등 전방위적인 

영화정책을 벌렸다. 하지만 국책영화가 실패해 영화계가 불황에 

직면하자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호스티스물 제작에만 골몰하여 관객유치의 돌파구를 찾는 

모순된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방송분야에서는 1973 년에는 

방송법을 제 2 차로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방송국을 

한국방송공사(KBS)로 전환시켰다. 국가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피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는 은폐하여 밝은 부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드라마에 대한 성표현규제는 

박정희시대가 끝난 1980 년대까지 이어졌다. 1975 년에는 

공연법과 음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음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음반 이외 사회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음반,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의 

단속에 나선 한편 건전가요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1970 년대 대중문화통제는 정치적 불온성에 대한 통제와 함께 

퇴폐적이며 향락적 이라고 규정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퇴폐풍조에 대한 단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뒤에는 생활규범 내지 도덕 혹은 생활상식의 위반을 범죄로 

규정하여 그 위반자를 도덕적 비행자로 몰아가는 구도를 

설정했다는 배경이 있었다. 이는 안보위기와 징병제의 강화로 

사회통제가 군사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때 박정희 시대에 강조된 애매한 개념들-미풍양속, 

공서양속, 사회질서, 공중도덕-은 바로 “일탈의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특히 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의 

근거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력전체제기처럼 경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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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이루고 개인이 개인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과 

“전시”, “준전시”상태가 겹칠 때 특히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박정희시대 대중문화 통제는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이 정치, 

경제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배경속에서 진행되었다. 독특한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특수한 체제하에서 나오는 

통제정책은 어떤 때는 애매하고 또 어떤 때는 극단적일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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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popular culture during the Park Chung Hee 

period occurr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uction of mechanisms for social control. The 

Park government was able to find justification to establish 

such a mobilization system through South Korea’s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which soon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control system. From 1967 there 

was a strengthening of the draf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censorship system was crucial for 

controlling the population.  

Meanwhile, having gained confidence in its export-led 

economic system, the Park government began calling for a 

“second economy” while attempting to attain balanced 

modernization by developing South Korea’s moral state, 

which it believed had fallen behind economic growth. 

Having reached its limits through economic growth, the 

Park government called for the moral modernization of 

South Koreans and shifted its attention to developing the 

cultural arts while clamping down on popular culture.  

With the onset of the era of popularization, television acted 

as a conduit for the fast-paced spread of hippie fashion 

throughout South Korea.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long hair, blue jeans, miniskirts and other marks of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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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brought on by the spread of hippie culture led the 

Park government to launch a crackdown on this 

“degenerating trend” that it argued would destroy the 

moral fabric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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