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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310년대의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분석하여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p 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310년대는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대중 문화가 태동한 중요한 시기이다( 그 가운데 여성& 패션& 광고의 세 영역은 

이에 맞춰 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문화적 기제로 확장되었다( 이 

세 가지 키워“를 기반으로 +310년대의 사회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패션 소비의 활성화& 광고 제작의 발달& 그리고 대중 여성지의 

성행으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310년대의 패션은 대중문화의 범람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취향을 깨우치고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이었다( 또한& 패션은 일반 

대중보다 앞서나가는 유행을 특징으로 하면서& 당시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구미(歐美)에 대한 동경심까지 융합되어 그 어떤 소비품목보다 여성의 환상& 

선망의 욕구를 자극하는 소비품이었다( 따라서 패션 광고는 타 상품과의 차별화된 

전략이자 여성들이 선망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소비를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날과 다르게 +310년대의 여성지는 일상에 내재된 매체로 여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고 줄곧 잡지의 담론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을 

독자에게 독려했다( 독자들은 이를 자신도 모르게 학습하게 되었고 그 여성상을 

내면화하였다( 즉& 여성지는 젠더 담론을 생산해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여성지에 실린 콘텐츠 중 화보와 광고는 독자를 가장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이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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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년대의 옷은 의식주의 하나인 생활용품에 불과했으나 산업화와 대량 

생산 체제에 따라 팔리기 위한 상품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화보와 

광고들은 여성들의 일상 속의 시간& 장소& 격식(L(I(H)에 맞는 패션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는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이라는 패션 소비층을 만들어냈다( 주부를 

위한 홈웨어 화보는 주부의 작업복& 내의& 호스테스로서의 패션을 제시하면서 

여성을 남편과 자식의 시중을 “는 가정 주부& 남편의 내조를 위한 아내이자 

안주인의 역할로 한정하였다( 여대생은 캠퍼스웨어 화보를 통해  젊은 미혼 여성의 

패션 아이콘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캠퍼스웨어는 곧 여대생이라는 

우월감의 표식이었다( 오피스웨어의 화보는 직장여성을 한 개인이 아닌 r직장의 

꽃s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31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파워“Ⅳ싱(IckYf-

XfYgg]b[)이론에 영향을 받은 오피스웨어 화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당대 페미니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유니 섹스룩& 빅 룩과 함께 

패션을 통한 남녀 평등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310년대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의 패션 광고의 특징은 여성 

모델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주요 이미지로 사용되고 기업& 상표의 로고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광고 카피는 크게 이성적& 감성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적 광고카피는 r신기술s& r기능성s& r계절감s& r수출s& r세계적s 유형들로 나눌 

수 있었다( 감성적 광고카피는 r로맨스s& r낭만s& r젊음s& r개성s& r품위s& r고급s의  

유형들로 골고루 나타났다( 

 여성지의 화보와 광고 디자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성 표상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여성 표상은 화보에 나타났던 r여성 패션 소비층 4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s 표상이다( 이는 광고에 나타난 다른 모델과의 관계& 소품& 》영 장소& 

관련 화보와의 유사성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번째 여성 표상은 r서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 여성s이다( 이 표상은 현대 문물의 상징인 아파트& 호텔& 

자동차를 배경으로 한 광고 이미지와 테니스& 승마와 같은 당대의 고급 스포츠& 



 

 

 iii 

오페라 관람&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와 같은 고급 교양 활동을 하는 여성 모델을 

통해 도출되었다( 세번째 여성 표상은 r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s이다( 이는 데이트 

장소& 남성모델과의 로맨스 서사& 그리고 로맨스 영화의 이미지를 차용한 데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 표상을 통해서 생활용품에 불과했던 의복에서 볼 수 없었던 

패션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각 남성과 여성의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의 패션은 성적 대상화의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시선으로 본 패션은 구분 짓기& 우월감을 위한 소비품이었으며 당시 

여성 계층의 표식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광고 이미지들은 여대생& 직장여성처럼 

실제 소수의 여성 집단을 우상화시켰고 이러한 여성 표상들은 미혼 여성의 중산층 

표상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광고 속 여성의 정체성은 연애로 귀결되었고 이는 

국가에 의해 강요되었던 성별 분업을 상기시켰다고 보았다( 

 

주요어 2 )1/(년대, 패션의 산업화, 여성 소비자, 패션광z, 패션화보, 여성표상  

학   번 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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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서 론 

 

). 연구 목적 및 배x 

 

이 연구의 목적은 +310년대 한국 여성 패션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을 

해석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 

소비층으로 인식된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여성지 화보를 통해 

탐구하고 세 여성 집단의 기표로서 작용한 패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10년대 여성지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분석하여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310년대는 산업화라는 경제 성장을 토대로 소비 시장 구『& 대중 문화의 

번성 등 다양한 문화 알고리즘이 분포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한국은 +31/년도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급진적 여성 운동의 바람과 여성의 사회 진출& 섬유업의 

성장과 기업의 산업 확장& 대중매체와 광고의 발달 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310년대는 r여성& 패션& 광고s의 세 가지 핵심 문화 

키워“가 절충되고 융합된 시대로 연구 가치를 지닌다( 

+310년대는 +3/0년대에 발간된 여성지 ~여원」을 시작으로& 대중 여성지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시기이며& 여성지는 당시 교양과 지식으로 여겨지는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다( 대중 매체가 영향력 있는 정보 제공 역할을 

하면서& 매체를 중심으로 자연스Ⅰ게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가장 세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유행이 소개되었다( +310년대는 소비 촉진제 역할을 하는 매체를 통해 

패션이 여성의 일상에 자연스Ⅰ게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패션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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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년대는 일상의 옷이 패션으로 전환되는 일명 t패션 비즈니스 형성기+t로 

불린다( 이는 대기업이 대거 기성복 브랜“를 생산해내면서 당시 여성들의 소비 

형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션업계의 판매 경쟁이 활발해지고 옷의 

생산 단위가 커지면서 그에 맞는 광고들도 적극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310년대는 국가 주도 하의 정책들로 인해 대중의 일상이 통제되고 

억압되는 시기로& 특히 영화나 소설과 같은 상상적 매체는 강력한 검열을 받는 

시기였다( 국가는 광고 또한 사치 풍조를 조장할 것을 경계했고 +310년대 

중반에는 광고 검열법을 제정해 통제하기에 이르Ⅱ다( 그Ⅲ다면 이러한 정체기에 

나타난 광고는 소비자를 자극하기 위해 어떠한 이미지로 나타났을 지에 대해 

연구자는 의문점을 가졌다( 패션은 일반 대중보다 앞서 나가야하는 유행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가 단순히 옷의 기능성에만 초점을 둔다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만을 소구하는 여성패션 광고는 그 

시대가 정의하는 여성의 정체성 혹은 여성의 만들어진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패션광고 속 여성 이미지는 +310년대의 

어떠한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이를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310년대의 대중 여성지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에 게재된 

패션 광고이다( 자료의 시기적 범위는 +301년에 발행된 창간호부터 +313년 

+,월호까지 《 32권의 ~여성동아」&  +310년의 창간호부터 +313년 +,월호 까지 

《 1/권의 ~여성중앙」이다( 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잡지들로 살펴보았다( 

                                            
+ 고부자& 『우리생활 +00년 a 옷』& 서울4 현암사& ,00+( 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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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를 +313년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320년에는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컬러 텔Ⅳ비전의 등장&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310년대 후반부터 여성지에 양장지(洋裝地)& 

기성복 브랜“들의 광고가 함께 실리다가 점점 복지 광고가 줄어“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310년대와 +320년대 패션광고의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0년대의 ~여원」에 ‘이어 개간된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늘날과 다르게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처의 역할을 하였다( 

여성지는 다양한 시사& 교양& 살림 영역의 정보를 여성 독자에게 제공하였고& 

t문화적 텍스트 및 상업적 표상 체계에 새로운 정체성 및 삶의 양식들& 새로운 

소비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u 매체로 여겨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은 각각 동명의 신문사가 잡지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발간한 여성 잡지이다( 기존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원」 (+3//o+310)& ~주부생활」 (+30/o)&~여성동아」 (+301o)& 

~여성중앙」 (+310o,0+2)이 차례대로 발간되면서 r여성지 .각 경쟁체제s가 

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3/0년대부터 일찌기 발간된 ~여원」과 

~주부생활」에 대한 주부 담론이 많았다(-  

                                            
, 김영찬& 김종희& ~+300년대 후반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적 패션과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제2권 ,호& ,0+,( d(+/2( 
- ~여원」과 ~주부생활」의 주부담론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미경&~+300o1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4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권 +호& ,001(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여원」연구 4 여성v교양v매체』& 서울4 국학자료원& ,002( ) 
정영희&~+30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 여성지 r여원s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3권 -호& ,003( ) 「경희&~+300o1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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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여성지들은 대체로 패션에 관한 기사와 광고를 많이 실었다( 매 

월호에 정기적으로 유행하는 옷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이하 화보)& 여성의 

일상을 고려한 의상 계획& 독자들이 모를 법한 새로운 화학섬유에 대한 정보& 

생소한 패션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서구의 패션 화보나 기사 등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실었다(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은 기존의 여성지에서 논의되어온 남편의 내조& 

육아의 삶에 초점을 둔 가정 주부의 삶& 현모양처 담론이 잡지 콘텐츠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 여성지는 젊은 여성층까지 독자로 상정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가정주부 외에도 +310년대에 여대생& 직장여성(HE)에 대한 특집 기사와 

화보를 꾸준히 실었다(  

,차 자료는 해당 담론과 관련된 패션 화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310년대에 제작된 여성지& 신문& 소설& 영화 등이 있다( 특히 패션 전문지 

~의상」을 주로 살펴보았다( ~의상」은 +302년에 발행한 한국 「초의 패션 

전문지이다( ~의상」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지가 없었던 때에 다양한 

화보와 생소했던 해외 유행 경향& 컬Ⅴ션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의상」은 주로 업계 종사자들이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성동아」나 

~여성중앙」처럼 대중적 성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10년대 패션을 이해하기 

위한 이차적인 자료로 참고하였다( 

잡지 이외에 자료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기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310년대의 영화를 살펴보았으며& 해당 영화의 담론 위치& 대중적 

반응을 토대로 연구에 참고하였다( 연구에 주로 참고한 영화는 여대생과 관련된  

6바보들의 행진(+31/) & 6겨울여자(+311)8& 6가시를 삼킨 장미(+313)8& 6병태와 

                                            

젠더양상 연구 -~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1-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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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313)8 .편이었다( 그 외 박수현(,0+.)의 연구에서 분석한 황석영& 조해일& 

김주영의 소설 속 캐릭터& 김승옥의 『강변부인』도 참고하였다( 

 

3. 연구 의의 

 

+310년대는 산업 분야와 문화 방면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여성& 

패션& 광고의 세가지 요소가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새로운 소비문화를 

탄생시켰다( +310년대의 시기적 당위성 및 연구 의의로& 첫번째는 여성중심의 광고 

분석을 통해 미시사적 여성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우선 여성의 교육 기회 증대와 

사회 진출은 여성사에서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30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310년대에 크게 확장되면서 더 많은 여성 

관련 사건들이 한국에 등장했다( +31,년에 국제 연합 《회(MG)에서 +31/년을  

r국제 여성의 해s로 지정하면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 문화에 r여성s이라는 

키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31.년말부터 여성의 삶에 

대해 전망하는 담론이 많아지게 되었고&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계& 제도& 

조직의 구성& 의식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패션 

분야에서도 페미니즘 패션이 대–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의 주요 담론 

중에서 r여성 해방s이라는 주체적인 의식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r현모양처의 

여성상s을 구체화하는 여성 담론이 더욱 공고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현모양처로 

연결되는 가정 주부& 아내& 어머니의 여성 표상에 대한 담론 연구가 많았다( 

                                            
4 이선미& ~t여성u의 사회적 해석과 +310 년 박완서 소설 - 《휘청거리는 오후》 

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 권& ,0+-( d(/1,( 
/ 전경옥 외 공저& 『한국여성문화사-』&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000& 
d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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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명되지 않은 미혼 여성의 표상인 여대생& 

직장여성에 초점을 둔다는 데 연구 가치가 있다( 여성사 연구에서는 +310년대의 

관련 현상으로 t노동 계급 여성의 학력 콤플Ⅴ스와 여대생이라는 아이콘의 등장& 

하이틴 영화의 흥행과 +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유행u0 등을 들고 

있으며& 이는 +310년대가 여성사 연구의 중요한 시점임을 ’받침한다(  

– 번째로 한국 현대 패션사의 공시(共時)적 연구이자 한국 패션 문화를 

서술한다는 데 연구 가치를 지닌다( +310년대 한국 패션의 연구는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 패션 사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1 +310년대의 주요 패션 

동태는 맞춤복과 대기업의 기성복 브랜“로 구성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주요 

의복 소비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310년대 전후로 나타난 의복 

소비 형태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여성의 일상에 나타난 옷의 

기능과 의미를 」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310년대는 국내 패션 문화의 육성과 

                                            
0 이혜정& ~+31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4 공부 경험과 자기성취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 d(+,( 
1 홍병숙&~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대한 고찰 - 「근 ,0년간의 양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1.( ) 이계향&~현대복식의 양식고찰 - 우리나라와 

구미유행의상의 비교연구(+30+년o+320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 ) 
김미정&~바지패션에 관한 고찰 - +312년에서 +321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1( ) 김영숙&~+300년대 이후의 한국 여성복의 패션에 관한 연구」& 

『청예논《』& 제+.권& +330( ) 이정훈& ~+310년대 국내&외 패션 트렌“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00( ) 유지영&~한국 여성의 시대별 미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바디 디자인& 의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00( ) 

박신미&~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 +3/0년대부터 +33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패션디자인학회지』 제+.권 ,호& ,0+.( ) 이상례&~「경자 패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 ) 

박신미&~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 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 +3/0년대부터 
+330년대까지 노라 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패션디자인학회지』& 제+1권 ,호& 
,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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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심을 보인 t패션 문화 각성의 시대u2라고도 불린다( +30/년에 발간된 

~중앙일보」에 「초로 여성란에 패션 기사를 실어 화제를 모았고 그 이후로 

일간지 신문& 대중 여성지에서 다양한 패션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번째 연구 의의는 +310년대에 나타난 대중매체의 발달& 광고 제작 환경의 

변화 및 시장의 활성화이다( +300년대의 광고는 주로 상품에 대한 설명& 정보 전달 

위주로 제작되었지만 +310년대부터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광고 기법의 변화는 소비 시장의 산업화& 시각 매체의 증가& 대량 생산에 따른 

광고의 필요성 대– 등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300년대 후반에 미국 코카콜라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광고계에 

광고 제작 이론과 캠페인 개념이 조금씩 전파되었다( 이 때 한국 -대 광고 

전문기관인 제일기획& 연합광고& 오리콤이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광고 기관들은 

광고주와 매체의 연결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수요 정보 제공 및 

소비자를 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유통의 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광고 

외 기관들은 광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운영하였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 매체는 광고 시상 프로그램을 개「하여 

광고 기술 향상에 힘썼다( 대학에서는 광고학 강좌들을 신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3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관련 이론 검토와 여성 표상& 패션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외에 관련 이미지와 맥락을 참고하기 위해 

                                            
2 손미영 p 이성희& 『한국의 패션 저널리즘 4 미디어로 보는 패션의 역사와 경향』& 서울4 
지식의 날개& ,0+0& dd(03o1,( 
3 신인섭 외 공저& 『한국광고사』& 파주4 나남& ,0++&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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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년대에 창작된 영화& 소설 외의 기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을 포함한 신문& 잡지의 나타난 관련 담론을 분석하였으며& 화보는 

패션사에서 논의되어져 온 이론+0을 참고하여 이미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광고 이미지 분석을 위한 방법은 인쇄매체 광고디자인의 분석 체계++를 

참고하여 조형적& 내용적 요소를 분석하였고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역할& 관계의 유목들을 참고하여 여성 표상을 도출하였다( 이 여성 

표상은 사회학& 인문학& 여성학에서 주로 논의된 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 선행 연구 

 

기존 광고 연구는 광고 분석을 통해 여성상& 성 역할& 정체성을 도출하였으며 

주로 통시(通時)사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구『되어져 왔다( 

김희정(,000)의 연구는 잡지 광고물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 역할 이미지가 각 

시대에 따라 고정 관념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330년대를 기점으로 +310년대부터 발행된 일반지& 

남성지& 여성지(기혼& 미혼& 신세대) 잡지들의 광고를 수집하여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 양상을 」적하였다( +310년대의 기간을 포함한 잡지로는 ~샘터」& ~리더스 

다이제스트」& ~주부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은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 연구 

방법론에 속하는 내용분석방법(;YlYgcb& +31+)의 이론을 토대로 –고 코딩을 통해 

                                            
+0 이순홍 외 공저& 『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4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332( 
++ 김용우 외 공저( 『(현대)광고디자인』& 서울4 고려의학&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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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광고의 통시사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주요 등장 인물& 잡지의 종류에 

따라 도출된 성 역할 이미지를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주목해야 할 점은 +310년대의 여성지 광고에 나타난 성 역할 

이미지의 도출 결과이다( 이 연구의 광고 범위는 패션 광고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광고들이다( t시대별 잡지광고에 나타는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u 의 분석 결과로 

t미혼여성 모델의 비율이 높음& ,0대 여성& 비고용 상태& 육체적 매력(역할)& 가정이 

아닌 외부 배경& (다른 모델과의 관계) 개인적이거나 관계없음u이 나타났다( 패션 

광고를 포함한 +310년대의 전반적인 광고 소구 형태가 위와 같다면& 패션 광고로 

범위가 좁혀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내현 (,0+,)은 +321년과 ,0++년& – 시기를 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잡지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자는 여성 모델의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변화& 여성 모델과 다른 모델과의 역할 변화& 

성적대상으로의 여성 표현 변화&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의 역할 변화에 대해 

연구 문제로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여성 잡지 ~여성동아」&~여성중앙」& 시사 

잡지 ~신동아」& ~월간조선」에서 수집한 광고 +-/3개의 광고이며& 이 광고들을 

표본 」출하여 코딩&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은 여성 모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사회적 역할 표현 (직업& 직종& 인물 유형& 등장배경)& 다른 모델과의 관계& 성 표현& 

광고 제품이며&  이를 체계화하여 분석하였다( 

광고 분석 결과& 여성 모델 수의 증가된 점은 성비의 균형을 의미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증가로 인해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어머니&아내)보다 

직장여성의 모습과 독립적인 여성을 묘사한 점을 발견하였다( 여성의 인물 유형 

부분에서는 가정형& 장식형& 성적매력형의 여성 표현은 줄고 외적 아름다움 

」구형& 사회적 성공형& Ⅳ저& 취미활동형& 과소비형& 자기 계발형의 여성 비율은 

모– 증가했다( 이를 통해 조내현은 +321년과 ,0++년의 광고 비교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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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점차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통시사적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광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는 

점과 체계화 된 광고 분석 유목과 연구 방법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광고에 나타난 특정 이미지의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연구 대상으로 광고가 가지는 일상성& 문화적 산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 연구들은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와 각 시대별 특징과 연결 지어 담론의 

위치를 설정하거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한 연구들이다( 설고운(,0++)의 연구는 

+30/년부터 ,0+0년의 ~주부생활」에 게재된 광고 속의 모성 표상을 분석하여& 

각 시대별로 나타난 모성의 의미와 기능&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설고운이 

분석한 광고에서 모성 표상이 나타난 품목은 조미료& 주류& 세제& 주방 가전& 의약 

제품& 어린이 식품& 분유였다( 연구 결과 각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모성 표상은 혼종적 성격을 띄며& 기존의 모성 표현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연속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각 시대마다 r현모양처s& r가사노동자s& r자녀 

교육의 희생자s& r귀족s으로 표상된 어머니의 역할이 광고에 나타났다( 광고 속에 

표현된 모성 표상은 모성적 주체 형성을 도모하며&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과는 

무관한 사회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성된 표상으로 해석하였다(  

위 연구를 검토한 결과& 패션 광고에는 모성 표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패션은 일반 대중보다 앞서 나가야하는 유행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션 광고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보다 진취적인 이미지가 

선호된다( 특히 +310년대의 국가에 의해 광고 전반이 검열당했다( 국가는 광고에 

절약이나 검소의 공익적 문구를 삽입할 것을 강요했고& 광고가 대중들에게 사치 

풍조를 조장할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310년대 패션 광고는 정체된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여성 이미지라는 의미에서 분석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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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애(+33-)의 연구 목적은 잡지 광고의 분석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가 

한국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해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는 +310년대의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의 선구자격인 ~여원」을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300년대부터 +330년초까지의 ,0대 후반 -0대 초반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장 광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고 전반의 특징은 

복지(服地)와 기성복 광고의 비중을 통해 패션 산업이 전문화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였고 +320년대는 20아시안게임& 22올림픽 게임에 따라 스포츠 개념이 

생활화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제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욕구 및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의복의 용도별 광고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310년대에서 

+320년대가 되면서 여성 정장류 광고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현상과 연결지어 보았다( +310년대의 광고 소구유형은 정보 

전달의 목적과 정서적인 충족감을 위한 설”이 혼합된 소구 방법이 –“러졌다( 

이러한 광고 변화의 양상은 전통적인 가족& 집단주의 가치 체계에서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근대화 문화를 수용하면서& 개인주의가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 

체계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시대별로 과시주의& 산업화와 기계화의 

회복을 위한 인간주의& 매슬로우 욕구단계의 진화과 같은 사회& 문화적 양상의 

변화가 광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박광애의 연구에서 t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층u으로 ,0대 후반에서 

-0대 초반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330년대의 기준에 해당하며 실제 

+300o10년대의 해당 여성층은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소 +0대 후반& 그리고 

,0대 초 중반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위 연구자가 연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특징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일정 기간으로 좁혀 광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내재된 이데올로기& 문화적 성격을 읽어내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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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김민자(,0+0)의 연구는 +320년대에 발행된 ~월간 멋」 에 나타난 

정장& 캐릭터 캐쥬얼 브랜“의 기성복 광고들을 분석하였다( 위 저자들은 ~월간 

멋」이 ,0o-0대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류 브랜“의 광고 비율이 높아 

현대성& 패션& 여성의 세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 

r커리어s& r도시성s& r지성미s & r자기주장s과 같은 광고의 소구 유형이 나타났고 정장 

브랜“에서는 주로 r지성미s& 캐릭터 캐주얼 브랜“에서는 r자기주장s 항목이 

부각되었다( 

김인숙& 이명희(+332)는 +330년도에 간행된 잡지 ~쎄시(<YW]」와 

~우먼센스(OcaUbgYbWY)」의 패션광고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패션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의류학 관련 문헌들을 조사 후 내용 

분석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광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고 카피& 

광고 모델의 시선& 자세& 표정& 연령& 활동을 통해 광고에 내재되어 있는 정체감& 

감성& 여성 역할& 세계성& 청년& 여가와 쾌락 이데올로기가 패션광고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은주& 송현정& 김선숙(,0+0)의 연구는 +3//년부터 +33/년까지의 

~여원」과 +30/년부터 ,002년까지의 ~주부생활」에 실린 패션광고를 시대적 

문화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위 연구는 내용 분석법& 기호학적 방법을 

결합한 분석유목(광고 및 제품의 외형적 특성& 등장 모델의 특성& 표제 내용의 

표현양식& 광고 소구 유형방법)을 사용하여 광고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의 분석유목을 참고하여 집단주의)개인주의& 

도덕주의)물질주의& 전통가치지향)서구가치지향& 남성성)여성성 가치관의 

분석유목을 도출하고 통계분석 코딩을 통해 결과를 수치화하였다( 연구 결과& 

광고에 나타난 주요 가치관은 서구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여성성 가치관의 

순으로 소구 빈도가 높았고 한국의 광고가 서구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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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한계와 이점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310년대만이 가지는 시기적 중요성에 주목해 여성지에 게재된 패션광고를 

분석하고자 한다( 광고 디자인 분석을 통해 당시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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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년대 여성 패션광z의 등장 배x 

 

). )1/(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위치 

 

)) )1/(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과 실Ⅴ 

 

+3/0년대 중반& 의무 교육 완성 0개년 계획을 시행한 결과 여성들에게도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고 +300년대의 교육 취학률은 30%까지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후의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지 못했고& 대신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입학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 결과 당시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0o/0%의 수에 불과했다(+, 이후 +30,년에는 국가고시를 

시행했고& +31+년부터 전국 중학교 무시험제도가 실시되었다(  

+3/0년대의 교육법 개정과 입시 제도는 당시 남녀 평등교육을 지향하고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녀의 차별적 교육은 잔존해 있었다( +차 교육 

과정(+3/.년)의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여학생은 조리와 재봉을& 남학생은 제식 

훈련& 《 검술 등으로 편성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실업& 기술 위주의 

과목& 여학생은 가정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 이혜정& 앞의 글& ,0+,( d(,2( 
+-  한정신& 『한국 사회와 여성 교육』&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00/(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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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신사임당교육원 

출처4 ~경향신문」 +32.( 0( ,0( 

R그림 ,S 신사임당교육원에서 예법을 배우는 여고생들 

출처4 ~동아일보 +313( 3( +0( 

 

이후 인적자원부의 전신인 문교부가 t사회 도덕의 타락과 학생 풍기의 

문란u에 대처한다는 명목 하에 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여학생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여성을 사회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문교부는 여학생의 t허영u과 t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예가 허다하여u 각 

학교에 생활지도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심의하였고& 이후 모든 여고& 대학교에 

여학교 생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전통 예법& 서구식 예의를 가르쳤다(+. 양장 

복장이 보편적이었던 +310년대에도 여학생들은 현모양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신사임당교육원+/R그림 +S에서 한복을 차려 입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전통 

예절을 배웠다R그림 ,S( 

                                            
+.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4 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울4 
서해문집& ,00.( d(-0( 
+/ 신사임당 교육원은 국내 첫 여성 전용 교육원으로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에 위치한다( 
교육 대상은 여고생& 여교사& 여성 지도자이며& 교육 항목은 국민 정신교육& 예절 교육& 
현장학습 등의 단체 학습 훈련을 실시하였다( 신사임당 교육원의 목표는 t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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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대 초반부터는 그 전보다 안정화된 교육 제도인 국가고시& 시도별 공동 

출제가 체계화되었다( 그래서 +310년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이전보다는 

개선된 교육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동일 연령대의 남학생과 평등한 위치를 

보장받지는 못했다(+0 

 

6표 +8 +310년대부터 ,00+년까지의 여대생 비율 

 
 출처 4 한국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서울4 통계청& ,00,( d(-/( 

 

+310년대의 여대생은 +300년대에 중& 고등 입학시험의 과열 경쟁 속에 뽑힌 

소수의 여학생들 중에서도 또 소수의 학생들만이 될 수 있었다( 위 6표 +8과 같이& 

+310년에는 인구 만명당 ,0명& 즉 0(0-%의 여성들만이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즉& 

동일 연령대의 여성 +00명 중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는 여학생의 수는 -명에 

불과했다(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여성상을 정립u이라고 밝혔다( (t신사임당교육원 
주문진 준공식u( ~경향신문」& +311( ++( ,.( ) 
+0 이혜정& 앞의 글& ,0+,(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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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특정 계열 및 학과군에 편중되어 있었다( 

여대생의 전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과군은 예술계 (10%)& 사범계 

(/0%) & 이학 (.3%)& 어문 (-2%)& 의약학 (-/%) 이었다( 남대생의 비율이 높은 

전공인 체육& 공학& 농림& 사회과학 계열의 여대생의 수는 +0% 이하였다( 이학& 

의약학 계열에 비교적 여대생 수가 높은 것은 간호학& 약학& 가정학에 관련된 

계열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여대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취업 혹은 결혼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310년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한 남성의 수는 .+%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1%에 불과하였다( 당시 남대생과 여대생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남녀의 진학률 격차와 취업률 격차를 비교해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소수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여고 졸업생이나 대학 졸업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소 +& ,년 정도 사회 경험을 

쌓고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 출가하는 것이었다( 

 

 

R그림 -S 전자계산기 조작원의 모습 

출처4~경향신문」+301(2(+2( 

R그림 .S 타이피스트학원의 전경 

출처4 ~직업여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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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의 전공이 예술& 어문계열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취업한 여성의 

직업은 주로 교사나 조교& 은행원& 비서와 같은 직종이었다( 이는 여대생들의 

취업이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취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대생이 편중되어 있는 전공은 당시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된 국가 정책과는 관련없는 전공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에서 개편한 대학 

정원 조정 조치& 병역 특례제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과 같은 편의 제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남대생들이었다(+1 

여대생 취업자의 전공은 사회과학& 사범계열이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교사가 가장 많고 조교 및 사무직원& 은행원& 비서& 회사원 순서대로 

많았다( 전문직에서는 의약계& 사범계& 사무직에서는 인문계& 사회계& 서비스직에는 

예술계& 인문계가 가장 높은 종사율을 보였다( 그 외 사무직& 서비스직으로는  

영양사& 속기사 및 타자원R그림 -S& 전자계산기 조작원R그림 .S& 특수 교원& 

사회사업 교환비서가 나타났다(+2 

그러나 여대생이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여도 단순 노동의 일만 주로 

반복하였다( 이에 대해 여대생들은 t타이프나 치고 차나 내고 하는 개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맡겨지는 것이 보통이고 여자들이란 직장의 꽃정도일 뿐이며 

(여성 직원은) 남자들만이 있는 살벌함을 면하기 위하여 데려다 놓았을 뿐이지 

일하는 능력은 아예 기대도 안하는 사람도 있다+3고 말한다( 

당시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퍼져있지 않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여성의 직장을 +& ,년정도 결혼 전에 잠시 

거쳐가는 r결혼 정류장s처럼 인식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직장생활을 단절시키는 

                                            
+1 이혜정& 앞의 논문& ,0+,( dd(.,& .0& .1& /0( 
+2 t여대 졸업생과 직장 이화여대 생활지도 연구소의 취업동태 조사u( ~동아일보」&+31.( 
-( +3& t자질못살리는 대졸직업여성u( ~동아일보」& +31+( 2( ,2( 
+3 t캠퍼스의 사계(u& ~여성동아」&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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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제라는 것이 존재했다( 결혼퇴직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기 정년제로& 

여성 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0세 이전에 퇴직& 해고되는 관습화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에 대한 위반임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규 등으로 명시되어 제도적으로 정당한 •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0 t결혼이란 

직장의 졸업 증명인가u이라는 말처럼 미혼 직장여성은 사직을 권고받게 된다( 이에 

대해 기업은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t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u 많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사무 능률이 저하될 것을 염려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미혼 직장여성은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재능과 사회에 

공헌하는 자격을 지속하기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하는지 강요된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또 다른 여성들의 저취업 이유는 기업에서 여성을 고용할 때  임금이 싼 

타자수& 가발공 등과 같이 돈을 적게 들이고 평균 하루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여성 인력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을 남성의 경제 능력이 

모자라다는 가치관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t여자는 함부로 밖에 나가 놀면 안된다u 

라는 유교적 가치관도 포함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는 t엄마는 가정으로& 아빠는 

회사로u 라는 이분화된 성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0 김연숙& ~,0세 결혼퇴직 판결」& 『새가정』& +32/( d(00 
,+ t결혼이란 직장의 졸업증명인가9u( ~직업여성」& +31+( -( 
,, t엘리트 여성은 행복한가9u& ~매일경제」& +3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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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8 +300o10년대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출처 4 한국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서울4 통계청& ,00.( d(+.0( 

 

6표 ,8는 여대생을 포함한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을 나타낸 

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년 단위로 +30/년 -1(,%& +310년 -3(-%& 

+31/년 .0(.% +31/년 .,(2%로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이는 +31-년& 1.년에 

.+%의 정점을 찍고& 제+차 오일쇼크로 인해 주춤하지만 곧이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6표 ,8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산업화에 

따라 +차 산업 위주로 구성된 취업 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하였고&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이 크게 성장하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310년대 여성의 직업군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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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31-년 직업별 취업 실태 

출처 4 t해마다 느는 여성의 취업 저해요소는 배제 대량취업 

이뤄져야u(~매일경제」& +31.( -( +2( 

 

R그림 /S는 +31-년의 취업 실태 기사,-의 그래프이다( 내용은 여성 취업자의 

수는 -03&0000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림& 벌목 /,%& 판매 

+-(1%& 사무직 -%& 어업 ,(/%& 전문직 +(1%& 행정 및 관리직은 0(-%& 기타 

분야는 ,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농림& 벌목 

및 유사 종사자 (/,%) 다음으로 많은 비율은 기타 분야 (,0%)의 종사자이다( 

그러나 기타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 관련 정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방적공& 직조공& 가정부& 식모 등 당시 하층 직업으로 여겨졌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을 배제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더 구체적인 여성의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 t해마다 느는 여성의 취업 저해요소는 배제 대량취업 이뤄져야u&~매일경제」& +3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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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8 여성취업 상위 +/개 직종 

(단위 2 %) 

직업(중분류) +30/년 직업(중분류) +31/년 

농업 /2(1 농업 및 『산 /0(, 

상품 판매 ++(1 농업경영자 2(0 

방적공& 직조공 0(1 방적공& 편직공 /(1 

가사& 서비스 .(3 판매원& 점원 /(0 

조리사& 접객부 ,(0 의복 제조공& 재봉공 .(0 

제련사 재단사 ,(, 도소매 -(0 

『산업 +(0 가정부 및 가사 -(- 

기타 단순노무자 +(0 조리사& 웨이터 ,(3 

사무노동자 +(. 요식 숙박업 +(1 

음식료품 가공 및 제조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관련 +(0 

이& 미용사 및 목욕탕 +(0 경리원& 출납원 +(. 

교원 +(0 교원 +(, 

기타 기능공 및 생산공정 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직 +(, 

수산업 및 염전 0(1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0 

여관& 하숙 및 기숙사 0(/ 전기설비 관련 전자공 0(2 

+/개 직종 여성집중 비욜 30(/% +/개 직종 여성집중 비욜 3,(, 

자료2 )1.-년 ’구 총조사()(% 표본), 직업별(중분류) 여성취업자 및 )1/-년 ’구 

총조사()(%표본)직업별(중분류) 여성취업자  

 

출처4 강이수 외 공저& 『일p가족p젠더4 한국 산업화의 일-가족 딜Ⅳ마』& 

파주4 한울아카데미(  d(/2( 

 

6표 -8을 토대로 본다면 +310년대 한국 여성의 대부분은 농림& 벌목 분야와 

R그림 /S에서 기타 분야로 일괄되었던 방적공& 편직공& 의복 제조공 재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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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판매직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31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은 

당시 하위층으로 분류되어 r공순이s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노동자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r산업 전사s로 불리며 노동 시장에 

투입되었지만 국가는 +31,년에 실시한 유신체제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체적으로 부인하며 노동자를 국민국가 구성원의 자격에서 배제하였다(,.  

신문과 잡지에서 그려내는 직장 여성은 업무에 대한 사명 의식이 없고 직장 

경험을 그저 좋은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며 임시로 지나는 r결혼 정류장s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퇴직제& 남녀의 봉급의 차이& 단순 노동 위주의 업무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의 남성 선호 현상 등이 여성들의 이러한 무기력한 태세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경제의 주체로 노동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여성 관련 직종은 대체로 

경제 외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경제 통계에 편입되지 못했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 여성 노동자가 담당했던 활동은 본래의 노동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매매』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음성적인 수입으로 공적 영역의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 여성지의 성행과 사회적 의미 

 

+310년대의 여성에 관한 사회적 현상으로 여성지의 성행을 꼽을 수 있다( 

여성지는 특정 독자 계층을 상정하고 편집& 유통되면서 여성을 계몽하는 종합 교양 

매체였다( 여성지의 콘텐츠는 r여성s이라는 젠더적 담론을 구성하며 그 여성 

                                            
,. 김성보 외 공저&『한국현대생활문화사 4 +310년대』& 파주4 창비( & ,0+0( dd(,,&,-( 
,/  전경옥 외 공저&『한국여성정치사회사,』&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00/( 
d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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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을 주체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또한& 잡지는 일정 기간동안 매월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면에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매체이다( 독자들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학습하고 숙지하며 이를 필수 교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내면화하기에 이른다(,0 

+3,0년대 소수 여성 집단인 r여학생s을 독자층으로 상정했던 ~신여성」,1이란 

여성지는 여성성 담론 생성에 기여하였다( 주로 ~신여성」의 내용은 여성 교육과 

관련된 논설과 진단& 여학생에 관한 규범& 진로 제안& 교사들에 대한 조명과 학교 

방문기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신여성」은 교육& 사회진출& 생활 개선 등의 

콘텐츠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여성들을 계몽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한 이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당시 중등 이상의 여학교가 사실 +/개밖에 되지 

않은 시정과& 여학생의 수가 여성인구의 0(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r여학생s은 극 소수의 여성 집단이다( 이러한 여학생을 ~신여성」의 실제 

독자층으로 겨냥하는 것은 t근대 문물의 상징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u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과 집단적 정체성을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2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을 위한 ~신여성」의 발간은 r여학생s을 단순히 r학교를 다니는 

여성s을 말하는 지시어 이상의 의미를 생산해낸다( ~신여성」을 통해 r여학생s은 

시시비비의 대상으로 가시화 되었고& ~신여성」에 실린 기사를 예로 들면 r여학생 

교복과 교표 문제s& r여학생계 유행가s& r현모양처주의 교육 시비s& r단발 문제s 등 

여학생의 스타일& 취미& 학교 생활& 교육 내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다( 시비의 

                                            
,0  강소연& ~+3/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2호& 
,000( d(+02( 
,1  +3,0년대에 개벽사에서 발간해온 ~부인」이라는 잡지가 +년 후 ~신여성」이란 
제호로 변경되었다( ~신여성」은 +3,-년에 창간되어 +3,0년 +0월호까지 꾸준히 
발간되었다가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 제약으로 휴간되었다( 이후 다시 +3-+년에 

복간되었고& +3-.년에 확정적으로 폐간되었다( 
,2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4 매체를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서울4 
한겨Ⅳ신문사& ,00/(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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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r여학생s들의 공적 생활의 문법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법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신여성」& 여성지의 

역할,3이었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여성지로는 ~여성문화」& ~신소녀」& 

~신여원」& ~여성계」& ~여학생」& ~시원」& ~여성공론」& ~부인경향」& 

~부인」등 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300년대 초까지 발간된 여성지는 

~현대여성」& ~가정」이 있었다(-0  

+3/0년대는 대중 여성지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3/0년에 발간된 

~여원」& 그리고 +30/년에 ~주부생활」& +301년에 ~여성동아」& +310년에 

~여성중앙」이 차례로 발간되면서& +310년대는 r여성지 전성시대s가 된다( 

~여원」은 본격적인 상업지의 체제를 갖』 국내 「초의 여성 잡지로& +3//년 

+0월에 창간되어 +310년 .월 통권 +1/호로 종간되었다( ~여원」은 규모& 

판매부수& 인지도 면에서 흥행한 여성지였다(~여원」은 문예& 의식주와 건강& 

자녀지도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 현대적 부부생활& 스타가쉽& 해외영화 소개& 

명사의 칼럼& 독자 상담& 시사적 성격이 강한 특집을 실었고& 그 외에도 연구논문& 

취재기사& 번역물& 설문 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잡지이자& 시사적 지식 잡지였다( 특히& 주부의 경제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합리적인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r국가 근대화s에 대한 열망과 함께 

논의되었다(-+ 

여성지를 통해 태동된 여성 담론은 국가 근대화에 걸맞는 여성상을 독자에게 

독려함으로서 여성지가 공공적 가치가 있는 매체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당시 

                                            
,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앞의 책& ,00/( d(+.( 
-0 이화형&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 -( 복식』& 서울4 국학자료원( & ,00/( d(1( 
-+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여원」연구 4 여성v교양v매체』& 서울4 
국학자료원& ,00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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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경제개발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여성을 효율적으로 타자화시켰다( 특히 

국가는 남성 지배 논리를 여성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문화적 수단에 

의존하였는데&-, 여성지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성지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맞는 모성 담론과 아내의 역할을 미화시켜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입시켰다( 

+310년대의~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은 r남편을 출세시키는 비결s& 

r현모양처의 생활과학s& r내조와 자녀 교육s등과 같은 기사를 실으며 기존 여성지가 

생산해내는 젠더 담론의 콘텐츠를 이어 갔다( 그러나 기존 여성지와는 다른 점은 

미혼 여성 즉 r숙녀s의 범위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독자로 한다는 점이다( 

~여성중앙」의 경우 ,0대 미혼 여성에 초점을 맞』 콘텐츠& 예를 들어 연애 기사& 

소개팅& 중매& 신랑감 고르는 법 등을 실었고 여대생& 직장여성의 고충& 혹은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꾸준히 실었다(  

그러나 ~여원」이 흥행하는 가운데 +300년대 후반 출판계는 큰 불황을 겪게 

된다( 여성지의 경우 오프셋 인쇄 제작과 부록 발행 등으로 경쟁하다 보니 

정가보다 더 “는  제작비가 들었고 이로 인해 여성지 출판사들은 자본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힘들었다( 결국 +310년도에 ~여원」이 폐간되었지만 

이러한 불황 속에서 대기업화된 출판 경영 구조의 변동으로 다시 잡지계가 다시 

활발해지게 된다(-- 

당시 정부는 신문사에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여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정부는 언론을 포섭하여 

순치시키는 전략을 」진하였다( 이로써 독자 중심으로 비판적 논조와 계몽적 

성격이 짙었던 신문사의 주류 경향이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광고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300년대 말부터는 대량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수 

                                            
-, 전경옥 외 공저&『한국여성문화사 ,』(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00/& dd,,o,.( 
-- 김성보 외 공저&『한국현대생활문화사 4 +300년대』( 파주4 창비 & ,0+0& dd(+0/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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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광고 제작에 투자하게 된다(-. 

+300년대는 r언론의 기업화 시대s라고 할만큼 국내 언론의 상업화& 기업화 현상이 

–“러졌다( 그래서 대형 신문사는 본지 외에도 자매지 발행과 신문& 방송 등의 

겸영& 타 업종의 사업까지 직& 간접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여성동아」와 ~여성중앙」도 대형 신문사의 자매지로 출간되었다(  

여성지의 광고는 자본주의에 따른 상업화 현상과 함께 적극 제작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더불어 패션 광고의 비중도 커지게 된다( 잡지의 주요 광고 

위치는 크게 표지(<cjYf)& 내지(Bbg]XY)로 나뉘게 된다( 특히 표지 광고는 독자의 

눈에 가장 띄기 때문에 잡지의 주요 타겟층에 가장 적절한 광고가 실리는 데& 이 

때 패션 광고가 실리는 경향이 높았다( 이 외에도 패션 광고는 잡지의 처음& 중간& 

끝 부분에 내지 광고가 지속적으로 삽입되었고 ,o-장 페이지를 할애하는 표지 

대면 광고에도 패션 광고가 실렸다( 또한 잡지 광고의 이용률이 높은 업종별 순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의 높은 비율로 패션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패션 광고가 실리는 주요 매체를 조사한 결과 /3%의 

비율로 잡지가 가장 많았다(-/ 

여성지에 패션 광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독자층을 구체적으로 소구할 수 

있으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잡지의 특성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의 

의생활에 자연스Ⅰ게 스며들어야 하는 패션 광고의 주요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여성지는 독자를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하여 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생필품 옷& 화장품 등을 소비할 것을 설”하는 조언자같은 역할을 했다( 

여성지에 게재된 광고와 Ⅳ이아웃은 여성지가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 성주현 외 공저& 『광고& 시대를 읽다』& 서울4 –산동아& ,001( dd(.-&..(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002』&서울4 문화관광부& ,002( 고은주&~여성잡지와 
함께한 한국의 패션 광고」& 『여성과문화』& ,002( d(.(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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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어떤 좋은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설”한다( 이러한 설”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데& 이는 여성지의 구조적인 면까지 영향을 끼쳤다(-0 

 

 

R그림 0S 한국 「초의 패션 화보 

출처4~여원」 +3//(++ 

잡지에 게재된 패션 광고의 효시-1로 ~여원」의 +3//년 ++월호에 실린 

「초의 패션 화보이다R그림 0S( ~여원」은 모델 착장 사진과 더불어 옷에 대한 

스타일& L(I(H(L]aY& IlUWY& HWWUWh]cb) 등을 설명해주는 문구로 구성된  r모“s를 

「초로 실었으며& 이는 여성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그리고 +30/년에 

창간된 ~주부생활」은 「초의 원색 화보를 오프셋 인쇄하면서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켰고& 이 영향으로 잡지의 판형도 커지게 되었다( 

여성지의 광고는 잡지가 상업적 매체로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직접적인 시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광고는 정보 제공처의 

역할로서& 생소한 문화를 독자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광고는 화장& 

                                            
-0 JcgUl]bX ;UllUghYf 외 공저& 『OcaYbsg OcflXg4 BXYclc[m& ?Ya]b]hm& UbX hhY OcaUbsg 

FU[Un]bY』& GYM IfYgg& +33+& d(++0( 
-1 맞춤복 디자이너들은 대기업 브랜“나 양장지처럼 지면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물었다( 그래서 복지(服地)사의 카탈로그에 들어갈 의상을 제작해주거나 이러한 화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맞춤복 디자이너들이 의상을 제공하거나 
화보에 필요한 》영 비용 지원& 별도의 대가성 광고나 기사를 실어줌으로 화보 제작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상업적 광고 형태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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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과 같이 당시 근대적이라 여겨졌던 서구화된 문화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 예로& +310년대에 팽배했던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색조 

화장이 여성 자신을 꾸밀 수 있는 현대 여성의 도구처럼 보여진 사례가 있다( 

태평양화학(현 아모Ⅳ퍼시픽)은 광고 이미지를 통해 짙은 화장은 술집 접대부의 

상징처럼 여기고 기피해온 대중의 인식을 바꾸었다( 또한 색조 화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계몽하기 위해 +310년대에 잡지 아모Ⅳ의 0월호에 r화장품에 

대한 저항감 계몽s이라는 특집기사를 실어 생소했던 색조 화장의 방법과 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rHh am lcjYs 라는 대형 행사를 진행하고 획기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2 

 

2. )1/(년대 한국 패션의 산업화 

 

)) 의생활의 변천과 양장의 보편화 

 

다음으로는 +300년대의 주요 의복 소비 형태인 양장 중심의 맞춤복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의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시기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남성) 양복 시장이 광복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남성 양복의 제작 기술이 한국에서 계속 

발전하게 되었고 더불어 국산 원단 시장도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3/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 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재건을 돕기 위해 주변 국가에서 헌옷 구호물자를 보내왔는데& +3/.년에 덴마크 

적십자사에서 옷 -천톤& 유니세프에서 옷 /00포대를 보내왔다( 당시 군용담요는 

                                            
-2 성주현 외 공저& 앞의 책& ,001( dd(03o1/( 



 

 

 30 

겨울옷을 만“는 원단이 되었고 미군의 털양말은 어린이용 스웨터로 활용& 

카키색의 군복바지는 몸뻬로 개조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염색한 군용담요로 

만든 의상과 군 점퍼& 검은 물이 든 카키색 군복을 줄여 입었다(-3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던 양복이나 코트& 한복 등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연명했고 그 영향으로 중고 옷을 파는 가게도 번성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옷을 맞춰 입을 경제적 형편도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구호물자로 들어온 옷감이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낙하산 원단과 나일론& 화학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옷감조차 구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옷에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구호물자로 옷을 만들어 의생활을 해결하였고 이는 후대의 

여성들이 옷을 수선하고 만들어 입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였다( 그래서 +300& 

10년대의 여성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재에 관한 기사와 만“는 법이 실렸다( 

~여성중앙」의 경우 +310년대 초반에는 t자작 페이지u라는 이름으로 「소 

/벌이상의 만“는 법을 소개하였고 +310년대 중반부터 기성복의 영향으로 자작 

페이지가 사라졌다(.0 

                                            
-3 고부자& 앞의 책& ,00+( dd(,+/o,,3( 
.0 이하나& ~+31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0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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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1S +3//년에 제정된 신생활복 

출처4 『사진으로 보는 해방 -0년』& ~중앙일보」& ,0+0(1(2( 재인용( 

한편 옷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국가는 국민 통제 

차원에서 +3/,년에 전시생활개선법의 시행령을 내렸고 생필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 때 인기를 끌었던 귀금속& 화장품과 외국산 양복지(양단& 

벨벳& 하부다이& 오팔& Ⅳ이스& 조젯& 나일론 등)이 모– 금지되었고& 언론에서는 

t당신의 옷차림은 전시 생활에 맞습니까9u와 같은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의생활을 통제하였다( 또한 국가는 국산 복지의 신생활복R그림 1S을 

발표하고 국무위원 및 각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솔선하여 착용하도록 권했다( 

+3/0년대에 한복은 일상복이었지만 사람들이 점점 양장을 입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행사에 착용되거나 개량한복으로 양장화되었다( 이 때의 양장 차림으로는 

간편한 블라우스에 치마 혹은 원피스를 주로 입었다( 여성들 사이에서 폭이 넓은 

플리츠(IlYUhg) 스커트& 개더(GUhhYf) 스커트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한복 치마의 

실루엣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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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한복과 양장이 공존하는 시기로& 당시 여성들은 양장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행여나 양장 차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였다( 이는 양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R그림 2S 동화백화점 IP (Icgh >lWhUb[Y) 

출처4 안서영& ~아프Ⅳ걸s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3/0년대 한국 소비문화」&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 d(+,( 

R그림 3S +3/3년작 영화 6 자매의화원 8 명동양장점 

+3/0년대 중반에는 충무로 +o,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명동 +o,가가 

새로운 패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3/+년에 명동의 

동화백화점에 미군 IP(Icgh >lWhUb[Y)R그림 2S가  들어섰고& 그 일대는 r달러 

골목s으로 의상& 신발& 양복에 관한 다양한 외화와 서적들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군 IP의 영향으로 명동은 빠른 유행이 오고가는 장소가 되었고& 광교 

등지에서 영업하던 양장점들이 명동으로 옮겨오면서 r양장점 전성시대s가 열리게 

되었다R그림 3S( 이 때 유명 양장점으로 송옥 양장점& 엘리제& 아리사& 국제양장사& 

마“모아젤& 노블& 보그 등이 있었다( 동시에 +3/0년대의 헐리우“ 영화가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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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미국영화를 매개된 소비 욕망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어 양품점이 성행하였다(.+ 

 

  

R그림 +0S +3/0년 서울 반도호텔에서 열린 노라노 패션쇼 

출처4~중앙일보」 ,0+/( 3( +-( 

R그림 ++S +3/1년 2월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r생활미의 창조s 

출처4~조선일보」 +3/1( 2( 

+3/0년대 중반에는 ~여원」의 +3//년 ++월호에 패션 디자이너 「경자가 

참여한 「초의 패션 화보가 실렸고& +3/0년에는 서라벌 양재 전문 학원의 

t커스텀쇼 (<cghiaY Khck)u& 디자이너 노라 노의 패션쇼R그림 +0S도 반도 

호텔에서 개「되었다( 언론 매체에서도 패션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3/1년에 ~조선일보」에 패션 디자이너 노라 노가 0개월 간 

r생활미의 창조R그림 ++Ss라는 제목으로 패션 칼럼을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기사 

내용은 양장과 속옷에서부터 구–& 악세사리& 향수& 넥타이& 스카프& 메이크업& 파티 

옷차림 등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패션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  안서영& ~아프Ⅳ걸s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3/0년대 한국 소비문화」&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0++( d(+,( 
., 손미영p이성희& 앞의 책& ,0+0( dd(02o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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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30+년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 (출처4 국가기록원) 

R그림 +-S +30-년 상영된 t멋있고 값싼 간소복u 영상 스냅샷 (출처4 국가기록원)  

+300년대에는 양장이 주요 일상복으로 통용되었다( +30+년에 국민생활복& 

새생활복& 구민복& 표준 간소복 등 검소한 양장 복장이 국가주도 하에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같은 해 2월에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R그림 +,S가 개「되기도 했는데& 

양장 복장은 옷값이 저렴하고 t재건을 위한 새로운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u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권해졌다( R그림 +-S의 영상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양장으로 바꿔 입고 집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복은 생활에 

불편한 옷이고 반면 양장은 편한 옷이라고 설명한다( 

이후 의류 소비 시장의 동향은 명동의 양장점을 중심으로 한 고가의 의류 

시장과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의 의류시장으로 나뉘었다( 오늘 

날처럼 기성복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던 때가 아니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선 양품점이나 시장에 가야 했다( 그러나 양품점이나 시장의 옷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번거롭더라도 

양장점에서 옷을 맞」어 입었다( 양장점의 옷은 고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브랜“ 네임밸류를 중시하는 것처럼 t이대 앞 이사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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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점에서 맞』 옷s& r어머니를 따라가 맞』 송옥 양장점의 오버코트u.- 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으로 기성복을 생산하면서 의복 소비 형태가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전환되었다( 그 전부터 맞춤복 디자이너들이 기성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성복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국제 양장사 「경자를 중심으로 서수연& 

한희도& 「금린 등과 같은 맞춤복 디자이너들이 +300년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무료 기성복 발표회를 가졌다( 

트로아조& 박윤정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기성복 패션쇼를 개「하였고 +30-년에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가 주「한 기성복 패션쇼&  +30/년 r노라노의 집s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이너 노라 노가 정기적으로 기성복 전시회를 열었다(.. 

+310년대의 패션업계는 맞춤복 디자이너와 기성복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러난 기사로& 기성복 브랜“ 생산자(이하 

메이커)와 맞춤복 디자이너의 칼럼./이 있었다( 

먼저 기성복 메이커가 맞춤복 디자이너에게 묻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산되어 주류를 “은 패션’ 그룹.  

본인은 메이커 입장에서 그동안 보아온 패션계에 질문을 던지는 바이다( (중략) 우리의 

패션계는 과연 주류가 있는가9 확고하고도 맥이 정확한 흐름이 있는가 묻고 싶다( 현재 

지천으로 널려 있는 소위 패션 디자이너의 그룹을 말한다( 실제 국내에서 커다란 

디자이너 클Ⅰ으로서 rD=<s 가 있고 r중앙디자이너클Ⅰs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디자이너들의 모임이요 클Ⅰ일뿐 패션의 그룹으로 보기는 힘들다( (중략) 

                                            
.-  김유경 외 공저& 『황홀한 앨범 4 옷으로 본 한국의 현대여성 +3.0-,0+/』& 서울4 

눈빛& ,0+/( d(+/-( 
.. 현대패션 ++0년편찬위원회& 『현대 패션 ++0년』&파주4 교문사& ,0+,( d(-0/( 
./ t기성복 메이커와 디자이너의 대화u( ~의상」&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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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시즌마다 패션쇼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어 매스컴마다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 시즌에 개「되는 많은 패션쇼들은 그 어느 하나도 개별적이고 단발적일뿐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중략) 

패션디자이너는 다른 어떤 예술인보다도 패션이라는 길고도 명확한 역사의식이 그 

그전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의식과 더불어 거기엔 엄연히 맥락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패션가는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예술성(9) 및 아이디어만 주장하고 있다. 

 

위 내용은 메이커 입장에서 본 맞춤복 디자이너는 역사의식이 결여되고 

한국적인 흐름이 없으며& 뚜렷한 작품 세계와 신념으로 가지고 디자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빠리일 수 없는 한국식 패션풍토 

메이커는 말한다( 왜 우리에게는 종합적인 아이템과 정확한 기능으로 파리나 밀라노의 

패션가와 같은 예술을 승화시킨 컬Ⅴ션(<cllYWh]cb)을 못하냐고9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파리나 밀라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싶다(  

복지메이커 생산 과정이 경영진이나 기획파트에서 컴퓨터 의한 고도 기술과 아이템으로 

통계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몇 시즌을 앞서가는 기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의 텍스타일 패턴에 의한 샘플과 유행의 판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텍스타일 샘플과 유행의 흐름이 마냥 우리에게로 

받아들여야한다는 매스컴의 과대한 선전과 판매촉진으로 소비자의 개성을 묵살시키는 

결과만 초래됐을 뿐이다( (중략) 

메이커의 올바른 백업이 디자이너를 프로패셔널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디자이너 의해서 유행의 붐을 조성할 수 없다( 직물 메이커나 유수 

기업체 기성복 메이커가 올바른 판단에 의해 양심적인 자세에서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메이커측만이 할 수있는 풍부한 예산과 전문적인 데이타로 대중을 올바르게 

보았을때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는 보다 프로패셔널한 자세에 임해서 정립되리라고 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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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맞춤복 디자이너는 대기업이 생산한 기성복의 등장으로 패션계의 

시장성이 커지고 대중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맞춤복 디자이너들은 당시 대중 매체가 구미의 

패션 동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종하고 이를 과도하게 선전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성을 무시하는 행위라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를 통해서 의복 소비 형태가 맞춤복 위주일 때는 맞춤복 디자이너만의 

개성과 소비자의 취향까지 고려된 것이었다면 반면 대기업표 기성복은 각 

개인만을 위한 취향보다는 획일적인 유행의 흐름을 만들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0년대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의 의식주는 어느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영화의 유행& 대중 문화의 발달& 소비의 활성화로 

사람들의 옷도 점점 패션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한다( 이 때 r토탈 코디네이션(LchUl 

<cfX]Ubh]cb)s이라는 패션 개념이 등장하였다( 토탈 코디네이션은 r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악세사리& ,종류 이상의 것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s이란 의미로 

상의& 하의& 신발& 핸“백& 머플러& 모자& 액세서리를 말하며 더 나아가 머리 스타일 

화장 등의 미용도 포함된다( 토탈 코디네이션은 어떤 것에 초점을 –고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옷의 색채& 소재의 조화를 맞」거나 착용자의 신체 

특징(목의 길이& 가슴의 풍만도 등)& 얼굴형& 체형을 맞」는 것이 있었다(.0 

 

                                            
.0 이순홍 외 공저& 앞의 책& ,002& dd(+2/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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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제일합섬 광고 (~여성중앙」 +31/(++() 

R그림 +/S 신입생의 요일 (~여성동아」 +311(-() 

토탈 코디네이션의 개념은 잡지에서 적은 수의 옷으로 매일 다르게 맞춰 입는 

r의상 설계s 혹은 r패션 플래닝s으로 소개되었다( R그림 +.S는 제일합섬의 광고이다( 

광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여주면서 친구를 만날때& 여가 활동을 할 때& 

외출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R그림 +/S는 갓 신입생이 된 여대생을 위해 

블라우스& 베스트& 자켓& 스커트를 가지고 매일 다른 코디네이션을 소개하고 있다( 

 

  

R그림 +0S 『현대여성백과사전』 광고  (~여성동아」+303( 2() 

R그림 +1S 『현대여성백과사전』 현대 여성에 관한 사진 

출처4 「경자 외 공저& 『현대여성백과사전4 의복& 미용』&서울4 삼중당& +303( d(,.-( 

R그림 +0S『현대여성백과사전』은 당대의 선호 여성상인 r현대 여성s이 되기 

위한 지침서로& +303년 출판사 삼중당에서 펴낸 《 0권의 전집이었다( 이 전집은 

r요리)영양& 사교)에티켓& 건강)생리& 교양)서한& 의복)미용& 육아)교육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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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그 중 r의복)미용sR그림 +1S 편은 여성들의 시간& 장소& 격식에 따른 

패션을 소개하였다( 책의 내용은 패션과 액서사리 연출법& 소재의 종류와 같은 

패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t새생활u에 맞는 의생활 (약혼& 결혼 등) 양재 

순서(바느질)& 피부 미용& 체형 관리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 특히& r선을 보러갈 때& 

침실의 화장& 신혼시절의 화장& 여행 중의 화장s 등 구체적인 여성의 시간& 장소& 

격식(L(I(H)가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 장소& 격식(L(I(H)에 맞는 패션 정보는 당시 여성들에게 

생소했던 문화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지만& 이러한 L(I(H를 통해 

당시의 표본 여성상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정체성과 일상을 규정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2) )1/(년대 패션의 산업화와 패션광z 

 

+310년대의 패션의 산업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섬유업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패션산업은 크게 섬유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진다( 의복 

소재를 공급하는 섬유산업과 의복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 산업 혹은 어패럴 

(:ddUfYl) 산업이 있다(.1 한국의 섬유업은 조선시대까지 수공업 형태로 

존재하다가 +3+0년에 일제에 의해 공장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제품의 생산기지& 혹은 판매시장으로만 이용하여& 한국의 

                                            
.1  의복은 +& ,차 제품생산& 유통 및 판매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차 제품 

생산은 섬유에서 실을 만“는 방적& 실에서 패브릭을 구성하는 제직& 편성& 패브릭의 
외관과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염색& 가공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차 제품 
생산은 어패럴&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등의 패션제품을 만들어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유통과정과 시장& 백화점& 전문점을 통한 판매과정을 거쳐 「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심미숙 p 김병희& 『패션섬유소재』& 서울4 교학연구사& ,000( dd(+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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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은 일본에 의해 강제되고 조작됨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3+1년 일본의 미쯔이(三井) 자본이 면 방적기 +만 /천」& 직기 /00대를 부산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초의 기계식 섬유공장 r조선방직 주식회사s였다( 

해방 이후 한국의 섬유업은 여전히 외국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였고 

한편에서는 직포(織布)와 직기(織機)를 갖』 소규모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입 소모사(梳毛絲)로 직물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일부 충당했다( 

 

 

R그림 +2S +3/0년대 소모방업체의 공장 전경 

출처4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제일모직/0년사4+3/.-,00.』& 

서울4 제일모직& ,00. d(++0( 

+300년대 한국 전쟁이후에도 복지 시장은 주로 수입 복지(服地)가 주를 

이루었고 국산 복지는 대체로 품질이 낮아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 가운데 소모방 

업계R그림 +2S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제일모직에서 r골덴텍스s를 출시하였다( 이후 

국산 복지의 생산량이 좋은 성과를 내자& 정부는 이듬해 국내 소모방 업계를 위해 

소모사(紗) 수입을 금지하였고& 시설 투자& 원료 구매&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였다(.2 이후 소모방공업협회가 만들어졌고 회원사로는 대명산업& 전주방직& 

동양모방공사& 마산방직& 한국견방& 조선방직공업& 대동모방공업 2개사였다( 이 

시기가 국내 소모방공업의 본격적인 태동기였다( 또한& (주)코오롱의 전신인 r한국 

                                            
.2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제일모직/0년사4+3/.-,00.』& 서울4 제일모직& ,00.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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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주식회사s가 +3/1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나일론사(紗)를 적극 생산하였다( 이후 +300년대 초반에는 ,(/톤의 나일론원사를 

생산하였고 +303년 판매 촉진& 제품 개발을 전담할 한국 나일론의 자회사로 

r코오롱 상사s가 설립되었다( 코오롱 상사는 나일론 원사로 의류용 원단& 나일론 

제품을 생산하였다(.3 

+300년대가 되어 계속된 대외 원조정책에 미국의 경제태세가 악화되자 그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삭감을 강행했다(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존해온 

소모방업계는 대책안으로 화학섬유의 원료를 수입하여 원료비를 절감시켰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섬유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전환되었다(/0 +30,년 정부의 

경제개발 /개년 정책으로 +303년까지 ,차 산업의 성장률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산업과 섬유산업 부문의 성장이 가장 빨랐다( 이와 더불어 +30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복지 시장이 형성되고 제일모직의 골덴텍스& 

대성모방의 프리모텍스& 경남모직의 D앙고라텍스& 대한모방의 카멜텍스& 

한국모방의 킹텍스& 태광산업의 피존텍스가 경쟁했다( 

+30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기존의 소모방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화학섬유 부분에 

진출하거나 사업에 확대함에 따라 소모방 업체간 또는 화섬업계와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업체들은 다양한 업무과를 신설하고 통합되었던 복지& 모사를 

분리하여 판매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였다(/+ 

 

                                            
.3 코오롱상사사십년사편찬위원회& 『코오롱상사 사십년사』& 서울4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33/( dd( 21o23& 3/o30( 
/0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00.( dd(0+o0-& 03& 13& 2,( 
/+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00.( dd(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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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3S 세진 Ⅳ이온 광고 (+31/( .) 

R그림 ,0S 대농주식회사 마텍스 카네이숀 광고 (+313( 1) 

이후 수입 원료에 의존해오던 국내 섬유업계의 문제점과 원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국내 섬유업계들은 화학섬유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31,년 

코오롱과 제일모직에서& +31.년 세진 Ⅳ이온(JUmcb)R그림 +3S에서 저지(CYfgYm)를 

개발& 생산하면서 저지가 +310년대 전반기에 각광을 받아 폴리에스테르(IclmYghYf) 

저지& 울(Occl)저지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 +31+년부터는 천연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마R그림 ,0S& 린넨& 쉬폰& 벨벳& 홈 스판 등이 인기가 있었다( 

새로운 국내 화학섬유가 개발되면서 패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나일론 스타킹이 보급되면서 스커트의 길이를 짧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 밖의 

화학섬유의 열가소성을 이용한 주름치마& 인조모피를 이용한 디자인의 유행이 

있다(/- 

국내 봉제업은 가내공업 형태였는데& 이는 건물의 지하실에 재봉틀을 놓고 

하청물량을 소화해내는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화섬공업이 

일으키는 공해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쇠퇴하면서 한국과 동남아 등으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년감』&+31/& d(20( 현대패션 ++0년편찬위원회& 앞의 책& 
,0+,( d(-0-( 재인용( 
/- 이순홍 외 공저& 앞의 책(& +332(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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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생산기지가 이전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300년대 후반에는 해외에서 온 

하청물량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봉제업이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한국 봉제 

수출액은 +300년 ++0만달러& +31+년 -억 +천 달러로 증가하여 그해 한국 《 

수출액의 ,-%를 차지했다( +310년대에 들어서자 중화학산업과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등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규모 방직업체인 제일모직은 새로운 

업종으로 봉제업을 선택해 화학섬유과 동시에 」진하게 되었고& 봉제업은 

패션업으로 확장되었다(/. 

+310년대는 패션업의 발달에 따라 옷이 패션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양장점을 

이끌던 맞춤복 디자이너와 대기업의 기성복이 공존했다( 이 때 출현한 기성복 

브랜“는 모라도& 왕자표 닛트웨어& 우어모“& 뼝뼝& 제노바& 모어& 비비퀸텍스& 

반도패션& 벨라& 라보떼가 등이 출시되었다( 대기업은 기성복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켰다( 대기업표 

기성복들이 출범하면서 이에 맞는 지면광고& LN 광고들이 제작되었다( +310년 

이전의 광고들은 광고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차원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만 

하여도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러나 +310년대가 되면 패션을 포함한 다양한 

생필품& 새로운 가전제품 등 수많은 상품들이 소비시장에 쏟아지면서 광고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중요성을 띄게 된다( 

패션 광고는 독자에게 소비 욕망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생필품인 옷이 아닌 패션을 소개하였다( 각양각색의 패션들이 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자극시켰고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취향과 감각에 따른 소비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광고 이미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젊음과 아름다움& 사치와 

                                            
/.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00.( dd(++0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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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함과 같은 결핍된 욕망을 보여주며& 이를 본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며 

내면화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국 섬유업의 발전을 토대로 대기업은 대량 생산 체제의 기성복 브랜“의 

물량을 감당하고 경쟁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활용하였다( 특히 +310년대 초반에 기하급수적으로 가정에 보급되었던 

텔Ⅳ비전을 통해 영상 광고가 소비자들의 흥미를 집중시켰고& 이와 더불어 신문& 

여성지에 실리던 지면광고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 김희정( ~남녀 화장품의 광고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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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년대 화보에 나Ⅲ난 여성패션의 영역화 

 

+310년대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성의 삶& 소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시간& 

장소& 격식(L(I(H)에 맞는 패션이 나타났다( 이는 곧 당시 여성지 화보에서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화보의 종류는 – 가지 형태로& 주로 시간& 장소& 

격식에 맞는 화보와 바지& 바바리코트과 같은 옷의 종류& 패턴 등 스타일에 따른 

화보로 나누어졌다( 

우선 기존 패션사에서 정리된 시간& 장소& 격식에 맞는 의상 설계에 라이프 

스타일 분류/0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집한 화보 중 시간& 장소& 격식(L(I(H)가 

나타난 화보를 표로 정리하였다(  

 

6표 .8 +310년대 ~여성동아」& ~여성중앙」의 화보에서 」출된 패션의 종류 

개인적 

영역 

가정 
홈웨어 (작업복 ) 잠옷) 

소셜웨어(호스테스웨어& 손님맞이용) 

외부활동 

Ⅳ져 웨어 (트Ⅳ블 웨어& 비치웨어) 

소셜 웨어(파티“Ⅳ스& 방문복) 

그 외 경조사 (허니문웨어& 피크닉웨어) 

사회적 

영역 

도시생활 

(공적인 생활) 

타운웨어 

캠퍼스웨어 

오피스웨어 

 

                                            
/0 이순홍 외 공저& 앞의 책& +332( 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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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8에 정리된 화보와 같이 L(I(H가 뚜렷한 패션은 주로 서구의 것에 맞』 

패션이 소개되어졌다( 특히 타운웨어(Lckb OYUf)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타운웨어는 당시 길거리& 시가지로 나갈 때 입는 외출복으로& 집 근처 동네를 

나가는 것보다 쇼핑을 위해 소위 r도시 중심부로 외출한다s는 의미를 가진다( 

타운웨어는 t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있는 백화점이나 시장을 

나갈때 입는 옷u/1 이다( 이는 서구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에 맞는 외출복이 

타운웨어가 한국식의 도시 문화에 맞게끔 수정된 정의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310년대에 여가& Ⅳ저 문화의 등장으로 이를 겨냥한 

트Ⅳ블웨어(LfUjYl OYUf)& Ⅳ저웨어(EY]gifY OYUf)& 피크닉웨어(I]Wb]W OYUf)가 

나타났으며 사교 활동을 위한 소셜웨어(KcW]Ul OYUf)& 신혼여행복(AcbYmaccb 

OYUf)이 화보를 통해 소개되었다( 

6표 .8의 화보들 가운데 특정 여성 표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홈웨어& 캠퍼스웨어& 오피스웨어의 화보였다( 위 패션 화보들을 개인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 t’적 영역의 패션  

 

)) 홈웨어 (:oSMwMIW)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패션은 가정에서 입는 옷& 즉 홈웨어이다( 

+310년대의 화보에 나타난 홈웨어는 크게 주부들의 집안일을 위한 작업복이자 

평상복& 잠옷과 내의& 그리고 손님 맞이를 위한 호스테스웨어로 나눌 수 있었다( 

 

                                            
/1 이순홍 외 공저& 앞의 책& +33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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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복 

6표 /8 홈웨어 화보 q (+) 작업복 + 

이미지/2 설명 

 

R그림 ,+S t홈웨어 따뜻합니다u 

(~여성동아」 +310( +,() 

같은 색으로 다이아몬“ 무늬를 넣은 홈웨어 원피스( 

목 주위와 소매 끝을 보글보글하게 해서 부“Ⅰ고 

여유있게 했다(  

 

R그림 ,,S t밝고 입기 편한 홈웨어u 

(~여성동아」 +31+(,) 

집안의 착 가라앉은 색조와 활동을 고려해서 검정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 실크로 넓고 긴 큐롯 스타일의 

홈웨어를 입은 신여사( 

하이웨스트에 브이넥을 파서 키가 더 한층 늘씬해 

보이며 약간 짧은•한 소매와 스카프를 곁들여 부엌에 

나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디자인했다( 

 

                                            
/2  +310년대의 여성지 화보는 패션 이미지와 설명이 함께 있었는데& 글에는 주로 옷을 
입을 대상& 스타일& 느낌을 설명해주는 해설의 역할을 하였다( 이를 롤랑 바르트는 
–가지의 의복으로 개념을 나누었다(첫번째 의복은 사진& 그림으로 제시되는 의복& 즉 

영상 의복 (NYhYaYbh-]aU[Y)이고& –번째 의복은 동일하지만 t묘사된 의복u& 즉 언어로 
풀어 쓴 의복인 글로 씌여진 의복 (NYhYaYbh YWf]h)이다( 롤랑 바르트는 – 가지 형태의 
의복이 동일한 의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구조와 재료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영상 의복의 경우 형태& 선& 면& 색채와 같은 재료로 조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글로 씐 의복은 단어가 재료인 언어 구조 이루어져 있다( (롤랑바르트 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서 역& 『모“의 체계』& 서울 4 동문선& +332& dd(+3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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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그림 ,+S은 핵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보 속 모델은 

가정주부의 평상복이자 작업복인 발목까지 내려오는 맥시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뜨게질을 하고 있는데& 당시 수예는 당시 주부의 모습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가사노동이자 부업이었다(/3 R그림 ,,S의 장소는 부유층 가정의 

내부이다( 화보 속 모델의 패션은 부엌일을 고려하여 소매 걷기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었고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스카프(머리에 

–른)이다( – 화보에 나타난 패션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위한  평상복이자 

작업복의 기능을 하고 있다( 

 

6표 08 홈웨어 화보 q (+) 작업복 , 

이미지 설명 

 

R그림 ,-S 

t에이프런“Ⅳ스 4 부엌에서도 아름다운 아내u 

(~여성중앙」 +31-( -() 

진한 감색에 흰색의 장식을 붙여 상큼하고 깔끔한 

주부의 “Ⅳ스를( 

“Ⅳ스에 붙여진 에이프런이 알뜰한 주부임을 

느끼게한다( 

                                            
/3 수예는 당시 여성의 취미생활로 권장되었으며 수예를 통해 식탁보& 침대 덮개와 같은 
실내 장식과 조끼& 스웨터& “Ⅳ스 등 다양한 편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수예에 
대한 정보는 +310년대 여성지의 록으로 지속적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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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t에이프런“Ⅳ스u 

(~여성중앙」 +31+( ,) 

남편과 아이들 시중에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엄마의 매무새( 값싸고 실용적인 감을 골라서 예쁜 

디자인으로 일하기에도 편하고 몸가짐도 단정할 수 

있는 에이프런 “Ⅳ스를 몇가지 마련하자( 

6왼쪽8 클래식한 질감의 곤색 라라복지에 흰빛 

칼라와 소매끝부분을 대어 우아하게 입도록한 

에이프런“Ⅳ스( 

6오른쪽8 조용한 무늬의 라라복지로 만든 

롱“Ⅳ스( 흰 앞바대로 화려하게 입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주부의 작업복으로 R그림 ,-S& R그림 ,.S r에이프런 

“Ⅳ스(:dfcb =fYgg)s가 소개된다( 에이프런 “Ⅳ스는 앞치마와 원피스가 결합된 

옷으로 필요에 의해 착용하는 앞치마가 가정 주부의 원피스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 이 패션은 가정주부의 전형적인 작업복을 의미하며 하녀의 이미지를 

연상케한다( R그림 ,.S 설명과 같이 r남편과 아이들의 시중s을 든다는 것을 

명시하며 가정주부의 역할과 가사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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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옷 / 내의 

6표 18 홈웨어 화보 - (,) 잠옷 및 내의 

이미지 설명 

 

R그림 ,/S t꿈꾸는 가인u 

(~여성동아」 +310(2) 

6왼쪽8 소재는 역시 몬면 쫄쫄이인데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편안하게 입고 벗을 수가 있다( 

6오른쪽8 노란색 목면 쫄쫄이로 만든 흡수성이 

좋은 잠옷(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입으면 촉감이 좋고 

편안하다( 

 

R그림 ,0S t애정을 샘솟게 하는 내의u 

(~여성중앙」 +310(+0) 

 

6캐미솔8 보통 블래지어의 변형으로 토대 부분이 

길게 내려와 위부분까지 감싸줘서 가슴부터 허리까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므로써 몸의 프로포션과 옷의 

실루엣을 한층 잘 살려주는 블래지어( 

6스탠다“ 블래지어와 거들8 Ⅳ이스천으로 알맞게 

커트한 블래지어는 스트랩이 스판텍스로 되어 

활동하기 좋다( 앞천을 다이어몬“ 형으로 대인 거들도 

보편적으로 애용되는 편( 

6슬립+8 Ⅳ이스를 소재로한 시원스런 슬립으로 

종래의 트리코트지만을 사용하던 습관에서부터 탈피한 

신제품( ) 화사한 입체감이 봄가을의 언더웨어로 매우 

좋겠다(  

   6슬림,8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은 런닝스타일로 

블래지어와 슬립의 스트랩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분에게 권하고 싶은 청순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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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그림 ,/S& R그림 ,0S은 잠옷과 내의의 홈웨어이다( R그림 ,/S의 – 여성 

모델은 침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여성이 착용한 홈웨어는 모– 브이넥으로 

깊게 파여있으며 단순히 예쁜 잠옷이라고 하기엔 선정적이다( R그림 ,0S은 r애정을 

샘솟게 하는 내의s라는 제목으로& 화보 속 속옷은 여성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속옷과 슬립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잠옷은 +310년대 여성지 화보에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일명 r무“를 위한 잠옷s으로 볼 수 있다( 홈웨어 화보로 

t무“를 살리는 홈웨어u(~의상」+310( ,) & t애정을 샘솟하게 하는 내의uR그림 ,0S 

(~여성중앙」+310( +0()& t사랑을 부르는 내의u (~여성중앙」+31-( ,)& t침실의 

무“를 살리는 내의u (~여성중앙」 +311( 1)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현대여성백과사전』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찾아볼수 있다( 이 

책은 시간& 격식& 장소에 따라 여성의 화장법을 설명한다( 그 중 t저녁때는 

고혹적으로u 라는 제목으로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한 화장& 저녁을 

지나 t침실에서의 화장u까지 설명하고 있다(00 이러한 남편을 위한 미용과 패션은 

아내가 할 수 있는 내조의 하나로& 성적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호스테스웨어 (:oXtMXX EMIW) 

 

r호스테스(AcghYgg)s란 단어는 r(손님을 초대한) 주인& 주「국& 주인공s이란 

뜻의 호스트(Acgh)에 r-Yggs라는 접미사를 붙여 r여자 주인s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310년대의 영화계에서 영화 6별들의고향(+31.)8& 6영자의 전성시대 

(+31/)8& 여자들만 사는거리 (+310)& 6미스 양의 모험 (+311)8 등과 같은 

                                            
00 「경자 외 공저& 『현대여성백과사전4 의복& 미용』&서울4 삼중당&  +303( d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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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호스티스 멜로물s0+이 유행하게 되면서 r접대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s이라는 뜻으로 

호스테스의 의미가 변형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호스테스가 사용되기 전 r집에 초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여자 

집주인s& 즉 안주인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호스테스웨어는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맞이하는 r손님 맞이용s 의상을 의미한다( 

 

6표 28 홈웨어 화보 q (-) 호스테스웨어 

이미지 설명 

 

R그림 ,1S t밝고 입기 편한 홈웨어u 

(~여성동아」+31+( ,) 

 

외출할 때보다는 집안에서 한껏 화려하게 해보고 

싶어 반찍이가 있는 핑크의 홈웨어로 신』의 무“를 

살려보았다고(  

롤카라와 넓게 폭을 넣은 큐롯 디자인한 이 홈웨어 

천의 질감때문에 스커트로 된 롱“Ⅳ스의 기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사한 새집에 손님을 초대하겠다는 조여사의 

강렬한 호스테스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홈웨어( 

                                            
0+ 호스테스 멜로물은 당시 저널리즘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였지만 그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사용되던 용어는 아니였다( 이 용어는 집창촌의 매』여성& 비어홀의 호스티스& 

선술집의 작부& 호텔이나 여관의 콜걸& 도시를 떠도는 유녀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영화를 편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노지승&~+310년대 호스티스 멜로“라마 혹은 이주& 
성노동& 저항의 여성 생애사」&『여성문학연구』& 제.+권& ,0+1& d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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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2S t신혼초 홈웨어u 

(~여성동아」+311( .) 

6왼쪽8 꽃무늬와 체크무늬의 배합을 이용한 

집시풍의 홈웨어( 블라우스의 몸판과 앞치마를 초록색 

체크무늬의 테트론저지로 배색& 갓 결혼한 신부의 

모습을 참신하게 돋보여준다( 블라우스의 앞자락은 긴 

리본처럼 처리를 해서 자연스Ⅰ게 묶는다(  

6오른쪽8 빨간색 폴리에스터저지로 만든 오버 

블라우스와 스커트( 목을 둥글고 깊게 파서 셔링을 

많이 잡고 허리와 소매 끝에 고무줄을 넣어 움직임이 

편리하다( 소매는 라글란 슬리브( 

 

R그림 ,3S t홈웨어u 

(~여성동아」 +31+( ++) 

6왼쪽8 색상과 무늬가 대담하다( 쥬니어와 신혼의 

주부에게 깜찍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에이프런“Ⅳ스( 

6오른쪽8 연보라의 엘Ⅳ강스한 무“를 살린 

롱“Ⅳ스( 어깨선까지 연결된 상동의 액센트가 

풍만함을 느끼게한다( 

 

호스테스웨어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맥시 길이의 원피스에 화려한 색감과 

무늬를 사용한 것이다( R그림 ,1S은 r이사한 새집의 손님을 맞이 하기 위한 

의상으로& 외출할 때 입을 수 없었던 화려하고 튀는 스타일의 홈웨어s로 

호스테스웨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이 화려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r사치스Ⅰ고 허영심 많은 여성s으로 치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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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홈웨어만은 내 맘대로 입을 수 있는 

패션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화보 또한 다른 화보와 같이 상류층 가정의 대표적인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인  r표범털가죽의 벽걸이 장식s으로 연출하고 있다( 

R그림 ,2S은 – 여성이 각종 외국 술과 화려한 장식품이 전시되어있는 선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여성은 화려한 무늬의 앞치마를& 오른쪽 여성은 

한 손에 요리 재료를 들고있음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보여주고 있다( t고무줄을 

넣어 움직이 편리하다u라고 활동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지만 화려한 귀걸이와 

목걸이& 결혼반지 등으로 보아 호스테스웨어 겸 주부의 가사노동 작업복으로 

보여진다( R그림 ,3S의 왼쪽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에이프런 “Ⅳ스이고 오른쪽은 

화려한 이브닝“Ⅳ스를 연상케하는 호스테스웨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형태의 홈웨어 화보는 기존 가부장제에서 +310년대 

사회현상에 부합하게 변형된 가정주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300o1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생산력을 「대화하기 위해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체제를 」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310년대 여성의 무보수 

가사 노동과 육아는 남성의 공적 영역의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 발전의 일부 

원동력이자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여성은 공적 영역의 

활동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다(0, 

홈웨어 화보는 이러한 경제 개발 논리에 적합한 주부의 가사노동을 표상하고 

있으며 그 외 성적인 매력의 내의와 남편의 손님맞이를 위한 호스테스웨어 그리고 

화보에 나타난 전형적인 상류층 집안의 배경 연출을 통해 여성 소비자들을 결핍을 

자극하고 이를 선망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0, 전경옥 외 공저&『한국여성문화사 ,』& ,00/& 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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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영역의 패션  

 

사회적 영역의 패션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른 공적 영역의 패션을 

포함하기도 하며 +310년대의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외출이 잦아지면서 패션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화보들은 +310년대 여성들의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패션으로& 여대생& 직장여성의 패션을 소개한 캠퍼스웨어& 오피스웨어 

화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캠퍼스웨어 (6ISpuX EMIW).3 

 

6표 38 캠퍼스웨어 화보 + 

이미지 설명 

 

R그림 -0S t캠퍼스모“u 

(~여성중앙」 +31,( +) 

 옅은 녹색에 잔잔한 무늬가 고른 골덴저지로 

샤넬라인 코우트와 케이프를 만들었다( 배색천은 옅은 

녹색의 골덴저지 

브라운의 프린트 골덴저지에 곤색 라인으로 

액센트를 준 샤넬라인 코트( 높은 칼라가 

경쾌해보인다( 

체크무늬를 세련되게 매치한 판탈롱수트( 흰 

단」와 흰 라인이 산뜻하게 어울린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라라숙녀복지의 

바바리코트( 변형 스포츠칼라와 포킷 모양이 

이색적이다(  

                                            
0- 여대생 패션을 위한 화보로 r캠퍼스 모“(<Uadig FcXY)s&s칼리지 룩(<cllY[Y lcc_)s& 

r칼리지 룩(<cllY[Y OYUf)s&  r칼리지 패션(<cllY[Y ?Ugh]cb)s& 영 모“(Ycib[ FcXY)s의 
제목으로 잡지에 실렸다( 특히 여대생의 학년에 따라 r시니어 패션(KYb]cf ?Ugh]cb)s& 
r쥬니어 패션(Cib]cf ?Ugb]cb)s으로 나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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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t캠퍼스모“ 4 오늘은 휴강u 

(~여성중앙」 +310( .) 

6왼쪽8 폴리에스텔과 실크의 혼방으로 된 

빨간색의 원피스로 실용적인 통학복이다( 

하이웨스트와 앞에 달린 단」가 특징(  

모델 4 노호경 (이대무용과.년) 

 

6오른쪽8 밝은 하늘색에 흰색을 매치시킨 울저지 

원피스( 목둘Ⅳ를 브이라인으로 하고 허리에 흰 선을 

둘러 키가 작은 학생에게도 무난히 어울릴 수 있다( 

모델 4 권혜경 (이대서양학과 .년)  

 

 

+310년대의 캠퍼스웨어 화보는 대체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화보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보다 당시 유행하고 있는 의상 스타일의 

화보R그림 -0S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화보의 제목을 가리면 이 화보가 캠퍼스 웨어 

화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가정주부의 홈웨어가 치마 길이가 

맥시라면 여대생의 패션은 대체로 미니 기장의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그 외의 

화보는 R그림 -+S과 같이 실제 여대생을 모델로 세우고 대학교 교정을 배경으로 

찍힌 화보가 있었으며& 여대생의 일상을 구체화 한 화보도 있었다( 예를 들어 

t휴강& 미술관의 오후& 시험기간& 방학& 개강u0. 등의 화보이다(  

                                            
0. t캠퍼스 모“ 4 오늘은 휴강u & t미술관의 오후u(~여성중앙」 +310(/)& t캠퍼스모“ 4 
데이트도 사양한 학기말 시험u & t섬머베이케이션을 기다리며u(~여성중앙」 +310(1() tLhY 

bYk hYfau (~여성중앙」+310(3()& t어텀 리브스 교정에u(~여성중앙」 +310(+0)& t라일락 
화사한 교정u(~여성중앙」 +31,(.)& t방학중u(~여성중앙」 +31,(2) & t칼리지 룩 4 
교정에서u(~여성중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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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에 나타난 캠퍼스웨어는 사회적 영역의 의상이지만 활동성이나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옷으로 보여진다( 즉 옷을 입은 착용자가 r여대생s임을 보여주는 

표식 혹은 패션의 소비층이 여대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 캠퍼스웨어라 볼 수 

있는 교복의 기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R그림 -,S +3.0년대의 여대생 교복 」정  

출처4 t나의 여대시절의 캠퍼스웨어u&~의상」& +31/( -( 

R그림 --S +300년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복  

출처 4 이화여대학보사& t결혼 금메달& 취업 은메달은 옛날얘기u& 오마이뉴스(kkk(chambYk(Wca)&  

,000( ,( +-( 재인용( 

학교라는 장소성에 맞는 캠퍼스웨어라면 본래의 교복이 더 부합할 것이다( 

+30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대학교 교복이 존재했었다( 「초의 여성 교복은 한국의 

여학교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한복이 교복으로 지정된 것이다( 해방 이후로 다시 

+3.0년부터 여대생의 교복으로 흰 저고리의 검은 통치마R그림 -,S를 입었는데& 

이는 엘리트 여성의 복식 표상이었다(0/ +300년대 여대생의 교복은  감색 또는 

검은 플Ⅳ어 스커트에 스포츠카라의 반소매 블라우스R그림 --S를 입었다( 그리고 

+30+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복 간소화 정책으로 대학생들에게 교복을 

                                            
0/ 이민정& ~.(+3 혁명과 /(+0 군사 정변기의 이데올로기와 복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0권 /호& ,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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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를 권장했지만& 학생들은 교복을 거의 입지 않았고00 이후 +302년에 대학교의 

교복이 폐지되었다(  

또한& +310년대의 여대생에게 패션은 여대생으로서의 사명& 여대생다운 

행색을 기대하고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실제 극 소수에 해당하는 

여대생을 지칭하기보다 하나의 기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r여대생s은 

t여대생을 위한 패션쇼u01가 개「될 만큼 패션 소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었다( 

그래서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여대생의 소비 생활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여대생의 

패션 소비를 사치스Ⅰ고 허영심 많은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국제양모사무국 

(BOK)에서 실시한 t의류 구입의 실태 조사u 결과 주부가 연평균 ,(3벌& 

직장여성이 /(-벌을 사 입는데 비해 여대생들은 평균 1(/벌을 구입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02 고급 양장점의 단골은 주로 신흥 재벌 부인이 대부분인데& 여대생도 

이에 못지 않게 옷을 구입한다는 기사03도 있었다(  

의례히 대학교에 합격하면 여학생들은 엄마 손을 잡고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하고& 양장점에 가서 옷 한벌을 맞춰 입는 문화가 있었다( 여대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에 항상 교복을 입어야했고 엄격한 –발& 복장의 규율을 받았던 의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패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표 +08 캠퍼스웨어 화보 , 

                                            
00 t대학생과 교복u& ~동아일보」& +30/( ,( ,-( 
01 t가을의 모“& 여대생을 위한 패션쇼u& ~경향신문」& +303( 3( ,,( 
02 t여대생들은 주부& 직장여성보다 옷많이 사들인다는 조사보고도u& ~경향신문」& +31-( /( 
+( 
03 t원피스 한벌 한달 생활비u& ~경향신문」& +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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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R그림 -.S t여대생의 긍지를 가진 칼리지웨어u 

(~의상」 +310( 2() 

녹색의 썸머저지로 컷팅 라인의 변화와 언발란스의 

아웃 포켓이 앞중심의 계속된 단」와 함께 경쾌하다( 

흰색의 긴 머플러가 여유있는 멋을 풍긴다(  

 

R그림 -.S의 캠퍼스웨어는 t여대생의 긍지를 가진 칼리지웨어u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이전의 화보처럼 뚜렷한 패션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 시대의 

유행하는 패션에 r캠퍼스웨어s라고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대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수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여대생이 된다는 것은 또래 

연령대에서 선택된 엘리트& 선택된 집단에 속하는 r영광s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여대생이라면 일반 여성들과 구별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러한 인식이 캠퍼스웨어 화보에도 나타난 것이다( 

의상학과 교수와 여대생들의 좌담10에서 여대생과 일반 여성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스로의 t프라이“를 살리기 위한 옷& 

학생다운 옷& 어딘가 지성인다운 옷차림& 신선한 느낌을 주는 캠퍼스 웨어가 

필요u하다고 말한다(  

                                            
10 t캠퍼스웨어의 어제와 오늘u& ~의상」&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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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신문에 실린 여대생의 복장( (출처4 ~경향신문」& +31+( 3( ,() 

R그림 -0S ~의상」에 실린 실제 여대생의 모습 (출처4 ~의상」& +310( +,() 

여대생의 표식을 위한 패션으로 일명 r여대생 룩s으로 불리는 암묵적인 유행 

스타일도 있었다R그림 -/S&R그림 -0S( 이는 t전형적인 :여대 표본& 원피스 정장& 빽 

매고 구– 딱 신고& 책 – 세권을 다니는 모습u1+을 말한다( 여대생 룩은 세련된 

인상을 주는 원피스나 미니 혹은 무릎길이의 투피스& 중간 굽의 구–& 핸“백& 

그리고 전공 서적을 팔에 끼고 있는 다니는 모습을 말했다( 그래서 당시 r여공s으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이 여대생처럼 보이기 위해 이러한 스타일을 따라하고& 

여대생 되기를 」구했었다(1, 

 

 

 

                                            
1+ 이혜정& 앞의 논문& ,0+,& d(+,0( 
1,  강유정& ~영화 6겨울여자8의 여대생과 10년대 한국사회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제,+권 ,호& ,0+/( d(,00( 



 

 

 61 

2) 오피스웨어 (ANNiKM EMIW)/3 

 

직장여성은 r공적영역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s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주부& 여대생에 비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 

집단이었다( 그래서 직장여성은 패션의 소비층이자  t패션적으로 전위의 새로운 

패션 리더u1.로 인식되었다( 

 

R그림 -1S t생활 속의 패션u 화보  

출처4~의상」 +313( 0( 

화보에서 상정하고 있는 r직장여성s은 일하고 있는 모든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무직 여성& 일명 화이트칼라인 오피스Ⅳ이디(Hff]WY EUXm)& 

비즈니스걸(;ig]bYgg G]fl)& 캐리어 걸(<UfYYf G]fl)을 말한다R그림 -1S( 당시 일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r직장여성s& r직업여성s& r근로여성s이 있다( 여기서 

r근로여성s은 주로 여성 공장 노동자의 범주를 뜻하는 말로& 일명 r공순이s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를 말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1- 직장여성을 위한 패션 화보로 주로 rH(E(Hff]WY EUXm) 룩s& rH(E 패션s& r출근복s& r통근복s& 
r통상복s의 이름으로 잡지에 실렸다( 
1. t캐리어 아방가르“u& ~의상」& +31/( +0( 



 

 

 62 

+3/0년대에는 직장여성& 직업여성의 개념이 분화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됐다 

그러나 +300년대 중반 이후  –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데 

+310년대 이르면서 직업여성은 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r호스테스(AcghYgg)s 여성을 의미하게 되었다(1/ 

6표 ++8 오피스웨어 화보 + 

이미지 설명 

 

R그림 -2S t회사초년생u 

(~여성동아」 +310(-) 

(왼쪽부터) 변형 셔츠 칼라와 :라인 

실루엣이 살리는 바바리 코트 

주름을 풍성히 넣은 복고풍의 풀코트 소재는 

올리브 그린의 목공단( 

단」에 포인트를 둔 원피스 코트 겸용의 

베이지색 L< 바바리코트( 

숙녀 초년생의 프Ⅳ시한 감각에 잘어울리는 

프란넬 하이네크 점퍼 수츠( 

검정과 노랑 체크 무늬 울 조세트를 소재로 

한 활동적인 수츠( 

 

R그림 -3S t새 통근복& 새인생 4 봄을 부르는 랩소디u 

(~여성중앙」 +31-(-) 

6왼쪽8앵–색 바탕에 흰 눈송이를 뿌린• 

조촐한 색감의 』복지 골덴저지로 만든 원피스( 

칼라나 커프스& 벨트의 흰빛 배색이 청순한 소녀의 

이미지다( 

 

6오른쪽8폭넓은 스트라이프 골덴저지로 

디장인한 판탈롱 수트( 빨간색으로 배색한 칼라가 

세련된 도회 여성의 분위기를( 

 

                                            
1/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편저& 『~여원」연구 4 여성v교양v매체』& ,00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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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0S t신입사원출근복u 

(~여성동아」 +313( .) 

출근 다섯째 날( 이제 약간은 긴장이 풀렸다( 

아침 하늘이 맑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의 

차림(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크 원피스다( 

 

R그림 -2S&R그림 -3S&R그림 .0S은 모– 직장여성의 패션을 제안하는 

화보들이다( 그러나 이 패션들은 직장여성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불편함을 

고려한다거나 활동성& 기능성을 위해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화보의 제목을 

가린다면 캠퍼스웨어처럼 이 패션이 직장여성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서 

살펴본 화보에서 각 패션의 특징을 보면 홈웨어는 맥시 길이의 치마& 캠퍼스웨어는 

미니 길이의 치마가 나타났다( 오피스웨어는 주로 미디 길이의 치마가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 장 +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310년대 여성들의 취업이 단순 노동에만 

치중되고 남성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명 r직장의 꽃s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를 화보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오피스웨어 

화보는 직장여성에게 장소성에 맞는 패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멋을 위한 소비의 

이미지로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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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t직장탐방 H(E패션+ 4 남영 나일론(주)u (~여성중앙」 +311( ,() 

 

~여성중앙」에 연재된 HE시리즈와 기사들을 살펴보면 직장여성의 연애담& 

연애 성공법을 알려주며 사내연애& 결혼을 권장하는 데&10 이는 직장 내에서 남성 

직원의 시선에 따른 r직장의 꽃s임을 상기시킨다( ~여성중앙」의 +311년 

,월호부터 연재된 R그림 .+S t직장탐방 H(E패션u 시리즈에서는 실제 직장여성의 

패션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볼 화보들은 직장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지를 가진 

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패션을 소개한다( 직장여성의 시간& 

장소& 격식에 맞는 오피스 웨어로& 미국에서 나타난 파워“Ⅳ싱(IckYf-

=fYgg]b[)에 맞』 패션이다( 파워“Ⅳ싱은 +310년대 미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히 여성 직장인을 위한 오피스 웨어를 

                                            
10 tHE파워 4직장련애성공법u (~여성중앙」 +310( 3)& tHpE파워 4 애정의 적극도 테스트 4 

당신도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u (~여성중앙」 +31,( ++)& tHE파워 4 좌담회 사내연애 4 
사내결혼u (~여성중앙」 +31-( -)& t직장내에서의 애인캐취u (~여성중앙」 +31.( +,) tHpE 
파워 4 이상적인 남성상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u (~여성중앙」 +313(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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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r성적인 것s과 구분되는 r여성적인 것s을 제시함으로& 

여성의 몸을 표시하거나 성별화시킬 수 있는 옷입기 방식을 말한다( 그 결과 

남성적인 복식인 수트와 부“러운 수트의 테일러“ 선& 여성적인 장식이 복합된 

오피스웨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가슴에 주위를 끄는 웨이스트 

코트(OU]gh <cUh)를 지양하고 가슴의 윤곽을 충분히 덮을 정도로 재단되어 있는 

재킷을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 주변에 스카프를 착용하여 가슴보다 얼굴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 외의 요소는 꽃무늬같은 r여성적인s 패턴이나 핑크색 같은 

여성스러운 색은 입지 않는 것이 있다(11 

 

 

6표 +,8 오피스웨어 화보 , 

이미지 설명 

 

R그림 .,S t신입사원의 옷차림u 

(~여성동아」 +31/( +) 

깊은 N넥과 대담하게 올라간 어깨선& 넓은 

플Ⅳ어 스커트의 가디건 수츠( 흰 셔츠 

블라우스와 짙은 파랑색의 강한 콘트라스트가 

한층 참신해 보인다(  

                                            
11  조앤 엔트위슬( 저& 「경희 역( 『패션화된 몸』& 서울4 한성대학교출판부( ,002& 
d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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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t출근할 때 외출할 때u 

(~여성동아」+311( -) 

 

(왼쪽) 신입사원의 참신한 매력을 돋보이는 

활동적인 뀔로뜨 스커어트와 셔츠 칼라자켓( 

상의의 앞 단」를 채우고 벨트를 매면 한결 

노련한 분위기가 된다( 

 

(오른쪽) 세련된 감각의 테일러“ 슈우트( 

회색 프란넬의 이 슈우트는 유행에 관계 없이 

어느때나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다( 

 

 

R그림 .,& R그림 .-S은 위의 직장여성의 정체성와 시간& 장소& 격식을 고려한 

오피스웨어 화보로 볼 수 있다( R그림 .,S의 오피스웨어는 힘이 들어간 오프숄더 

자켓& 큰 카라& 그리고 여성적이라고 여겨졌던 분홍 계열과는 상반되고 주로 남성 

비즈니스웨어에 쓰이는 네이비 색의 테일러 수트가 소개되었다( 이는 샐러리맨의 

수트에서 표현되는 남성성에서 착안한 실루엣을 여성복에 적용한 결과이다( R그림 

.-S도 이러한 파워“Ⅳ싱의 이론이 적용된 패션을 보여준다( 왼쪽& 오른쪽 – 

모델은 네이비& 그Ⅳ이 테일러 수트를 입었고 스카프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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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310년 상업 은행 여행원들의 모습  

출처4 김유경 외 공저& 『황홀한앨범 4 옷으로 본 한국의 현대여성 +3./-,0+/』&서울4 

눈빛& ,0+/( d(++3( 

R그림 ./S 제일은행& 한진교통& 신세계백화점 유니폼  

출처4 ~여성중앙」& +31+( -( 

여대생의 캠퍼스웨어가 실제 교복과 연결지어 본다면& 일부 직장여성에게 

오피스웨어란 직장 유니폼이 해당된다( 당시 직장여성은 직업에 따라 유니폼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여성들이 선호했던 직업인 은행원의 유니폼R그림 ..S은 

하나의 자부심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잡지에서도 스튜어디스& 은행원& 고속버스 

안내양 등 다양한 유니폼R그림 ./S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310대의 오피스웨어의 화보는 사회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 즉 직장여성의 

범위가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직장여성을 

단순히 꾸미기에만 치중된 r직장의 꽃s 처럼 보이게 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후 파워“Ⅳ싱 이론이 적용된 패션이 나타나면서 패션을 통해 직장 

내에서 생기는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고 남성과 동등한 사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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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년대 여성지 패션광z 디자’ 분석 

 

 

R그림 .0S 잡지 광고의 요소 예시 이미지& 한일합섬 D앙고라텍스 광고 (+310( /)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310년대의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잡지 광고를 이루는 요소는 크게 조형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R그림 .0S( 조형적 요소는 주요 이미지& 

트Ⅳ이“ 마크 & 브랜“& 캐릭터& 기업 로고& 로고 타이프 등이 주로 나타나며 

내용적 요소는 헤“ 카피& 서브 카피& 보디 카피& 슬로건& 캡션 등으로 이루어진다( 

 

 

 

 

 



 

 

 69 

). 광z 디자’ 분석 

 

)) 조형적 요소 

 

6표 +-8 +310년대 여성지 패션 광고의 상품 종류 

복지 

(양장지& 

화학섬유 등) 

기성복 모사(실) 
기타 

(기업& 매장 등) 
《 광고의 수 

,1. +-, ,. . .-. 

 

+310년대는 맞춤복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기성복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 

그래서 광고의 상품 품목이 시간 순서대로& 원단의 원료가 되는 모사(毛紗)& 

화학섬유와 복지(服地)& 기성복으로 나타났다(12 +310년대 후반에는 편리하고 

활동성 있는 캐쥬얼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면서 활동복지& 데님복지 광고도 

나타났다( 또한& r면직물 코너s& r콧튼 센터(<chhcb <YbhYf)s 와 같이 양장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매장 자체를 홍보하기도 하거나 광고 상품인 양장지로 만들어진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r패션스토어(?Ugh]cb KhcfY)s 광고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2  오늘 날의 의류산업은 대체로 ,차 제품 생산에 해당하는 어패럴 산업(:ddYUfl 
BbXighfm)를 대체로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31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기성복 브랜“의 광고만을 패션광고로 분류할 수 있는데& +300o10년대의 

패션광고를 살펴보면 기성복 브랜“가 대거 등장하기 전 옷의 원료가 되는 실& 
패브릭(직물)& 양장지 광고들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서 오늘 날 패션광고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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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미지 

+310년대 여성 패션광고의 주요 이미지는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진이었다(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매체이며 사실성과 상징성이라는 –가지 

측면을 가장 –“러지게 보여주는 광고 이미지다( 사진은 소비자가 현실을 

물리적이며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외의 직접적으로 “러나 있지 

않은 현실에 관해서도 」론하고 환상을 갖도록 암시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13 

 

  

R그림 .1S 남양나이론 토프론 (+310( ,) 

R그림 .2S 풍천화섬 에이원 (+31+( ,) 

광고의 사진 이미지는 여성 모델을 포함한 모델들의 재현& 그리고 모델과 

상품& 상품만 보여주는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R그림 .1S& R그림 .2S은 상품에 

해당하는 나일론사(紗)와 양장지(洋裝地)를 그대로 보여준 예시이다( 이 외 기타 

이미지로는 일러스트가 가미된 사진& 일러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 매장 사진 

등이 있었다(  

 

                                            
13 김인숙 p 이명희& ~여성잡지 의류광고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의류학회』& 
제-1권& +332(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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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z 모델의 종류 

  

R그림 .3S 코오롱 벨라 (+312( +0)    

R그림 /0S 대영산업 뼝뼝 (+313( .) 

다음으로는 광고 모델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310년대 패션광고의 모델은 

+명의 여성 모델& 다수의 여성 모델들R그림 .3S& 여성 모델과 남성모델& 남녀 

모델과 아이 모델로 나누어진다( 특히 광고 이미지의 여성 모델의 수가 ,o-명& 

혹은 1o2명의 다수 여성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성들이 획일화된 유행 

스타일만을 」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r다양한 옷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s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당시 대중 매체를 통해 

수많은 유행들이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맹목적으로 유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20 광고카피에서 개인적 취향에 맞는 r개성s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기성복은 맞춤복처럼 착용자에게만 맞」어진 의상이 아닌  r공장에서 찍어낸 

획일화 된s 옷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t옷의 종류는 많지만 수량은 

적습니다( ((( 뉴 클래식& 로맨틱 스타일& 스포츠 캐쥬얼 등 다양하게 만들어지나 

각기 수량은 매우 적어 누구나 자기 마음에 꼭 “는 옷을 고르실 수 있읍니다u2+ 

라는 광고카피가 나타났다( 그래서 +310년대 후반 기성복 광고에는 +0명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광고R그림 /0S도 나타났다( 

                                            
20 t현대인은 「면술에 걸렸다(u 『여성동아』( +31+(,( 
2+ 제일모직 라보떼 광고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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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z모델의 의상 

  

R그림 /+S 남영나일론 (+31/( ,) 

R그림 /,S 선경 아세테이트 광고 (+303( 0) 

연구자가 분석한 광고모델의 패션은 주로 외출복이 나타났다( 속옷에 

사용되는 나일론R그림 /+S& 아세테이트R그림 /,S와 같은 화학섬유의 광고에서는 

모델이 주로 홈웨어를 입었다( 패션사에서는 +310년대의 유행 스타일로 미니& 

미디& 맥시의 스커트& 판탈롱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패션의 유행은 주로 

맞춤복 디자이너의 일 방향적인 디자인에 맞」어져 있고2, 디자이너의 개인 성향에 

따라 의상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유행 패턴을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310년대 패션의 특징은 시간& 장소& 격식(L(I(H)에 맞게 소개된다는 점인데& 광고 

이미지에서 배경과 다른 연출 요소를 배제한다면 모델이 착용한 패션만으로 

특징을 도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2,  한 좌담회에서 한 디자이너가 유행을 t디자이너가 어떤 작품을 발표해서 그것을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것u이 유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유행의 철저한 분석과 금년도 모“의 경향u( ~의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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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S 제일합섬 라라 (+31+( -) 

R그림 /.S 풍천화섬 에이원 저지 (+31,( -) 

특히& 광고모델의 의상 중에 터무니없이 장식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패션이 

나타나기도 했다R그림 /-S&R그림 /.S( 이는 베블런(NYVlYb)의 유한계급이론에 

등장하는 상류층(EY]gifY <lUgg)의 패션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 

등장한 상류층은 당시 특정 선입견을 만들어냈다( 상류층은 소비 품목 중 패션을 

통해 자신의 부와 재산을 쉽게 “러냈으며&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패션의 스타일은 정교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진 옷들로& 여가(EY]gifY)를 의미하며& 이는 덜 실용적이고& 덜 

기능적인 패션일수록 더 상류층임을 의미하였다(2-  

 

 

 

 

                                            
2- DUkUaifU& Yib]mU& 『?Ugh]cb-clc[m 4 Ub ]bhfcXiWh]cb hc fUgh]cb ghiX]Yg』& HlfcfX5 
GYkmcf_4 ;Yf[& ,000& d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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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z의 배x 

 

+310년대의 패션광고는 화보처럼 주로 배경이 없는 스튜디오 》영의 사진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의 제작환경이 개선되면서 실내& 실외에서 》영한 

광고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났다( +310년대의 여성지 패션광고의 배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6표 +.8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배경& 장소 

광고 배경 

 

실외 (자연) 

아파트& 호텔& 자동차 

식물원& 놀이공원& 보트 위& 리조트& 카페& 테라스 

석조건물 (경희대학교& 석조전) 

스포츠 관련 장소 (골프장& 테니스장& 승마장) 

교양활동 (미술관& 극장 앞) 

기타 4 사무실& 고속도로& 지하철& 전통가옥& 기차선착장& 집& 양장점& 패션쇼장 

 

 

광고 분석 결과& 실내& 실외를 포함하여 6표 +.8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광고 배경은 광고에 제시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분&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광고에서 도출된 여성 표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것은 z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 상품, 기업 로z 이미지 

 

+310년대는 한국 「초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탄생한 연대이며 다수의 

대기업들이 <B (<cfdcfUhY BXYbh]hm)개념을 도입하여 한국 로고 디자인사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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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2. 당시 로고(Ec[c)는 디자인적 가치와 함께 합법적인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쓰여지며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2/ 

+310년대의 패션광고에 나타난 로고 이미지는 기업 로고& 상품 로고&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마크로 나눌 수 있다( 상품 로고는 모사(毛絲)& 

양장지(洋裝地)& 기성복으로& 각 로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R그림 //S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모사 브랜“의 상표 

 

모사브랜“의 상표들은 r모란표& 낙타표& 기차표& 아폴로 편사 아리랑 털실& 

코오롱나일론사& /0/혼방사& 토프론& 장미표& 꽃님표s가 있었다R그림 //S( 모사의 

종류에도 직사& 기편사& 수편사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ro표s를 사용하였다( 

또한& 로고 디자인에 브랜“명과 관련된 일러스트를 삽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원사나 직물에 브랜“를 붙이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처럼 상표를 붙이는 것은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 시키려는 전략20이었다( 

 

                                            
2. +310년대는 로고 타이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당시는 한글 활자체에 대한 

연구와 기술이 미흡했었다( 서체 디자이너 김진평은 +31.년 석사논문 ~한글 로고타입의 
기초적 조형 요소에 관한 연구」를 펴내며 우리나라 한국 로고 디자인에 이정표를 세웠다( 
김진평이 만들어낸 로고 타이프 중에는 복지 상표인 r카멜텍스s가 있다( 
2/  유정숙&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김진평의 로고타입 디자인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제1권 .호& ,000( d(.,/( 
20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0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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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그림 /0S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양장지 브랜“의 상표 

 

R그림 /0S의 양장지는 모사의 ro표s와 비슷하게 섬유 공학을 뜻하는 텍스 

(hYl)라는 용어를 붙여 상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대한모방의 모사(毛絲) 

브랜“가 낙타표였다면& 양장지는 r카멜텍스s였다( 그 외에도 r킹텍스 & 오로라텍스& 

D앙고라텍스& 스카이텍스& 골덴텍스& 코오롱텍스 써니텍스s 가 있었다( 

모사브랜“와 다른 점은 로고에 관련된 일러스트가 나타나지 않고 로고 타이프 

위주로 제작된 점이다( 

+310년대 중반이 되면 숙녀 복지(服地) 브랜“에 외국 여성의 이름을 

붙이거나 여성향의 이름을 붙여 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일합섬의 라라& 

듀리안& 듀프Ⅳ& 제일모직의 로제트& 코오롱텍스의 조셋트 실루비아& 소프트 

실루비아& 아Ⅳ나& 바라샤& 원림산업 에바론의 로젤& 사제트& 스니아& 캔디아& 

페미나& 풍천화섬 에이원의 로제리아& 세인트& 라모나& 밀리안& 피아르& 

사르르 &한일합섬의 로즈마리가 있다( 

 

 R그림 /1S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기성복 브랜“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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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년대 후반에는 대기업표 기성복과 맞춤복 디자이너의 기성복 브랜“가 

나타났다( 브랜“ 로고는 주로 모사나 양장지 브랜“와 다르게 깔끔한 로고타이프 

형식으로 나타난다R그림 /1S( 

 

2) 내용적 요소 

 

광고의 내용적 요소는 헤“ 카피(hYUXl]bY Wcdm)& 서브 카피(KiV-hYUXl]bY 

Wcdm)& 바디 카피(;cXm Wcdm)& 슬로건(Klc[Ub)& 캡션(<Udh]cb)이 있다(21 

헤“ 카피(hYUXl]bY Wcdm)는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문구로& 

지면 광고에서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서브 카피(KiV-hYUXl]bY Wcdm)는 

일반적으로 헤“라인보다 작은 글씨로 바디카피보다 큰 글씨로 꾸며진 

+o-줄정도의 짧은 어구이다( 이는 헤“ 카피를 구체화시키거나 헤“카피에서 

언급된 핵심 개념을 강화시키고 긴 카피를 단락으로 구분지어 준다( 이 연구에 

분석된 광고에서는 서브 카피가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서브 카피가 있는 경우 

기업& 상품 슬로건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바디 카피(;cXm Wcdm)는 소비자가 헤“라인을 읽고 난 후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광고 카피의 몸체 부분에 해당한다( 바디 카피에서는 광고 소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전달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분석한 광고에서는 

헤“ 카피와 바디 카피의 내용이 연결 혹은 구체화되는 경우가 “물었다( 예를 

들어 헤“카피에서는 로맨스 풍의 멘트로 소비자들을 소구하지만 바디카피에서는 

상품의 기능 위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슬로건(Klc[Ub)은 기업의 생각이나 주장& 상품의 특성 등을 일정기간이나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인상을 유지& 누적& 정착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21 「호규& 『광고와 카피』& 서울4 신정& ,003( dd(+3-o+3/& ,00& ,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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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슬로건은 일반적으로 광고 하단이나 로고 타이프에 위치하여 헤“라인이나 

카피 본문의 결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하며 슬로건 자체가 기억에 남도록 요약적&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광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캡션(<Udh]cb)은 카피본문과는 별도로 일러스트Ⅳ이션이나 사진 주위에 작은 

활자로 된 짧은 글을 말한다( 광고에서 삽화와 사진을 설명한 문구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캡션은 주로 회사의 연락처& 주소 혹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 

판매점& 관련 패션쇼 정보들이 나타났다(  

 

()) 광z의 분석 유목  

 

광고의 내용적 요소는 주로 이성적 소구 유형과 감성적 소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22 이성적 소구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어 상품 자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이 소구 방법은 사실을 

기초로 상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러내야 한다( 

감정적 소구는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특성 자체보다 상품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맞』 것이다( 감성적 소구는 

일반적으로 광고의 메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 또는 기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분석결과 이성적& 감성적 소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이성적 소구 유형은 r신기술 (원료)s& r기능성s (내구성& 세탁에 

용이)s& r계절감s (따뜻함& 시원함)s& r절약& 감소s& r수출& 세계적s으로 나눌 수 있었고& 

                                            
22 장대련p한민희& 『광고론』( 파주4 학현사& ,000(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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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소구 유형은 r로맨스s& r젊음s& r자유s& r멋s& r개성s& r품위s& r고급s& r유행s으로 

나타났다(  

이성적& 감성적 소구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6표 +/8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이성적 소구의 광고 카피 

이성적 소구 유형 

신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달리는 기차표 수편모사 ) 「고급 신제품 

개발 ) 새 시대의 새 섬유 ) 새옷감은 새로운 원료에서 )수출에서 시작된 한국 의생활의 

신기원s ) 국내 「초로 개발된 스판저지 ) 제일합섬 대단위 시설과 완벽한 기술에 의해 

창조되는 아름다움 ) 새시대 새 감각의 기수s ) 고급미면을 소재로 개발된 Ⅳ디투웨어 

경방패션 ) 전국 /,명의 유명 디자이너와 전자계산기를 동원하여 서구의 멋을 

소화했읍니다 )  

기능성 

부“러운 촉감s 질기고 따스한 수편모사 )마냥 시원한 선경 아세테이트 ) 날•이 가볍고 

시원한 리넨의 우아한 멋 품질제일주의 복지메이커 카멜텍스 ) 의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선경 피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 섬유 코튼 ) 정전기 발생과 휘감기는 불쾌감s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자연으로 가셔요 ) +벌로 -벌의 연출을 할 수 있는 맞춤복 

같은 하이패션이 있읍니다( 국민의 의생활 향상에 봉사하는 한일합섬) 현명한 숙녀는 

옷감을 고르실때 원료가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 맵시있고 산뜻한 양장&한복지 스카이 

라비론 빨아도 줄지않는 울마크 양모 스웨터 피부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섬유 콧튼s ) 신용과 

품질의 상징 Lcd 메이커 :ifcfU hYl 

계절감 

보다 개선된 품질  참신한 디자인& 카미시론 신제품으로 풍성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 

투명한 가을의 소리 새 봄을 위한 에이원의 신제품 ) 시원하고 멋진 여름을 즐깁시다 

)계절은 바뀌어도 건강은 변함없이 ) 초여름의 신선한 감각 ) 화창한 봄s 선경의 나염지가 

있읍니다( 화사한 봄의 미소 카멜텍스 양장지) 계절따라 당신따라 코오롱텍스 

수출& 세계적 

10년대 섬유공업의 승리s ) 동탑산업훈장 제-위에 빛나는 수출실적 (+303년 수출의날)( 

외화획”에도 앞장서고 있읍니다() 세계의 의상 골덴저지 ) 쉐타 수출 「고실적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 라라 숙녀복지는 해외각지의 주재원을 통하여 세계유행에 발맞」고 있읍니다 ) 

미국 -F사와 국내 단독 기술 제휴를 맺고 - ) 수출실적 1-0만불에 빛나는 석탑산업훈장 ) 

선경직물의 스카에틱스 옷감은 세계 여러나라로 수출되니 미국에서 많이들 해 입겠구나 )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에이원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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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표 +08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감성적 소구의 광고 카피 

감성적 소구 유형 

로맨스 

 

언제나 다정한 우리의 복지 ) 나만이 아는 그이의 내음& 체온& 멋s ) 여름은 꿈과 낭만의 

계절 ) 신비와 매혹의 섬유 ) 봄은 로맨스의 계절 ) 봄이 왔읍니다(( 당신의 봄입니다s )울은 

사랑을 전합니다( ) 서구의 멋을 소화한 사랑의 숙녀복지 ) 낭만과 멋이 담긴 여름철 양장지 

) 봄의 향기에 마음을 띠우고 저지로 감싸는 )  토요일은 큐피트의 화살이 

날아옵니다()아름다운 당신을 기다리는 로맨스의 계절입니다 ) 사랑을 꽃피울 코오롱 

실룩크)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야릇한 마음이 피어나오르는 계절 )  

) 매혹의 에메랄“ 그린 골덴니트 ) 매혹적인 양장지 스카이-틴계절의 로망을 찾는 당신의 

센스 ) 사랑을 느낄때 )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읍니다( 사랑의 코오롱텍스& 사랑을 느낄때 

코오롱텍스 

 

젊음&자유 

 

가”한 젊음 ) 라라의 청』은 아름다워s ) 라라의 젊음& 라라의 매력 ) 젊음을 머무르게  

해주는 콧튼 패션 )  

 

멋& 개성 

 

미의 패션의 창조자 ) 분위기를 살려주는 에이원 ) 멋을 아는 여인은 토프론을 압니다 ) 

생활속의 멋 반도패션 ) 세련된 멋s 하이센스한 개성미s ) 멋을 키우자s ) 마음껏 개성미를s ) 

마음의 풍요에서 오는 개성미 & 「고의 패션은 범표데리칼저지에서 ) 개성있고 발랄한 

숙녀복지의 대명사 ) 패션을 창조하는 개성의 니트웨어 ) 당신의 개성미를 살려주는 

스카이텍스 ) 펼쳐라 날개s 개성의 카니발 ) 당신만의 개성미를 위해 제일합섬 라라와 

골덴저기가 마련하는 패션 일주일 작전s 

 

품위& 고급 

 

뛰어난 품질& 새로운 색상은 당신만의 자랑 ) 선망을 주고 받는 대포린 패션 ) 돋보이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양장지의 명문 ) 자랑스러워요s )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우아한 

옷맵시를 돋보이게 할 새로운 제품 ) 현대여성을 위한 새로운 감각의 숙녀복지 ) 복지의 

명문 제일모직 격조 높은 양장지 ) 우아한 멋& 세련된 개성미 하이센스학 감각 스마트한 

에바론 저지 )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빛깔 ) 한 잎의 단풍이 계절을 말해주• 우아한 

옷맵시는 당신의 지성을 말해줍니다 ) 서구의 멋을 즐기는 현대여성의 복지입니다 )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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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양모 」동복지 ) 우리만의 세계 골덴 울니트 ) 로제트는 예술입니다 ) 프랑스 

로디아세타의 「고급 원료 ) 서구적인 멋과 유니크한 감각 반도의 패션 - 그것이 바로 

세계의 패션입니다( ) 「고급 숙녀복지 로제트 

 

유행 

 

털실을 사서 쉐타를 짜입는 시대는 이미 지났읍니다( ) 내일을 창조하는 여심 ) 

신감각순탄생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울&카시미론 혼방사 ) 유행의 새로운 경향 라라패션& 

유행의 창조라 라라숙녀복지) 털실의 새 유행을 아십니까9 ) 항상 멋과 유행에 앞장선 

경남모직의 10년식제품은 올봄의 유행을 이미 결정지었습니다( ) 금』파리의 「신유행 

패턴s ) 계절을 리“하는 상표 ) 디자이너가 선정한 올가을 모“ ) 1+년을 향한 앙고라텍스 

패셧쇼 ) 새로운 물결 10& 새로운 톰보이의 세계 ) 세계는 캐쥬얼 루크의 물결)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제일합섬 

 

 

+310년대는 패션 산업화에 따라 다양한 화학섬유가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이점을 광고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광고 카피에 새로운 기술을 설명해주는 

r신기술s 과 r기능성s 소구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섬유업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광고 카피로 t동탑산업훈장 제-위에 빛나는 

수출실적 (+303년 수출의 날)( 외화획”에도 앞장서고 있읍니다( (한일카시미론 

광고카피)u와 같은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 패션의 L(I(H개념이 점점 대중들에게 

전파되면서& r계절감s을 강조하는 광고 카피도 나타났다(  

감성적 소구 유형은 r로맨스s& r젊음s& r멋s& r품위s& r유행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로맨스 유형의 경우 t낭만& 사랑& 매혹& 로망& 그이& 당신u과 같은 단어들이 광고 

카피에 사용되었다( 젊음 유형은 젊은 여성의 발랄함을 표현하기 위한 광고 

카피로& t청』& 젊음u의 의미로 사용된 광고 카피가 이에 해당된다( r멋s의 경우 

패션 리더를 연상케 하는 광고 카피로& t개성& 하이 센스u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r품위s의 경우 +310년대 패션 광고 카피에 주로 사용된 유형으로& 

t자랑& 뛰어남& 주목받는& 우아한& 이상적& 우리만의 세계& 감각& 유니크u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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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r유행s 유형은 +310년대에 패션 산업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카피로&  t과거에 대한 부정& 내일& 앞서나가는& 리“& 새로운& 미래u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2. 광z디자’ 분석을 통해 나Ⅲ난 여성 표상 

 

앞서 제 + 절에서는 패션광고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표상은 주로 문학연구에서 

쓰이는 학문적 용어이다( 주로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 속 인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표상 연구이다( 여성 표상은 여성이 매체 내부에서 표상될 때 

작동하는 욕망과 그 표상의 결과로 산출되는 세계상에 있다( 예를 들어 +3,0& 

-0년대 신문과 잡지에서 r여학생s& r매』부s& r가정부인s의 표상이 발견된다면 이 

표상들은 생산 주체에 의도에 의한 어떤 세계상이 당연한 것으로서 제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표상에 대한 연구는 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으며 왜곡되지 

않은 현실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표상을 작동시키는 욕망과 표상 속에 

“러난 세계상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립적인 묘사가 

아닌 어떤 세계상 그 자체가 “러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루어져야 한다(23 

패션광고는 당대의 패션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혹은 의미여야 

했는지를 표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30 패션광고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당대의 생산 주체들이 의도한 여성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해석하려고 한다( 

패션광고에 나타난 여성표상 연구는 텍스트와 기호들을 관찰하고 해독하는 연구의 

                                            
23 노지승& 『유혹가와 희생양&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표상』 서울4 예옥& ,003& d(/( 
30  김영찬& 김종희& ~+300o+31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0권& ,0+,( 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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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기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을 말한다(3+ 

 

)) 여성 패션 소비층 2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앞서 분석한 화보를 통해 대중 매체는 +310년대의 주요 패션 소비층으로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광고디자인 분석 결과& 세 

여성 소비층이 광고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 주부 

  

 

                                            
3+ 노지승& 앞의 책& ,003( 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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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고 +S 훼어리 데님복지 +312( / 

R광고 ,S BOK모방양모사무국 울마크 광고  +313( +0  

R광고 -S 코오롱 벨라 +311( ++ (출처4 프로파간다편집부& 『칠십년대 잡지광고』& 

파주4 프로파간다& ,0+-() 

 

광고 속에 나타난 주부의 표상은 아이와의 동행& 여성 모델의 결혼반지의 착용& 

홈웨어 화보의 비교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었다( R광고 +S은 r젊음과 개성을 즐기는 

?U]fm 가족s이라는 헤“ 카피와 함께 전형적인 서구식 핵가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쪽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풍경& 그리고 부모가 앉아 있는 자동차를 통해 

광고 속 가족은 당시 상류층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R광고 ,S의 여성& 

남성& 아이 모델이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 명이 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R광고 -S의 경우 여성과 아이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아이가 창문의 밖을 바라보며 손을 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연출은 광고에 나타나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주요 이미지 외에 하단에 보조 이미지를 통해 아이와 함께 걷고 소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R광고 .S 경남모직 D 앙고라텍스 (+31,( .) 

R광고 /S 왕자닛트웨어 (+312( /) 

R광고 0S 제일모직 로제트 (+311( /)                      (결혼반지 동그라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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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 모델이 기혼여성임을 보여주는 요소로 결혼반지를 들 수 있다( 

광고의 여성모델이 대체로 혼자인 경우 여성 모델의 특정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310년대 광고에서는 여성모델이 결혼반지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310년대 영화& “라마에 나타난 약혼& 결혼 장면에서 남녀가 

반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의 의미를 단순히 

악세사리 연출로 볼 수 없다( 혹은& 여성 모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실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으로 」정한다면& 당시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때라 주로 

표지 및 패션모델은 +3o,.세의 미혼여성을 주로 선호3,하였기 때문에 실제 결혼한 

여성을 모델로 내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반지를 

결혼한 여성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로 해석하였다(  

R광고 .S의 경우 칵테일 파티를 연상케하는 복장과 잔을 들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 네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광고 /S는 왼쪽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여성 모델이 테니스 장에서 아이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광고이다( 아이 모델과의 연출을 통해서도 여성 

모델이 r엄마s의 보여주고 있음을 유」해볼 수 있다( R광고 0S의 여성 모델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옷을 입고 눈에 띄게 결혼반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여성동아」& ~여성중앙」의 모델 구인란에 t+3o,.세의 미혼여성u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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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고 1S 선경 스카이텍스 (+31-(0) 

R그림 /2S t숨돌린 오후u (『여성동아』+310(+0 ) 

R광고 1S는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가정주부로 」정되는 여성모델이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난 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성동아」의 화보 R그림 

/2S t숨돌린 오후u도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화보의 제목처럼 여성 

모델도 오전에 남편의 출근& 집안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찾아온 가정주부를 

연상시킨다( 

2) 여대생 

다음은 광고에 나타난 여대생 표상이다( 여대생의 표상은 영화에 연출된 

대학교의 전경과 캠퍼스 화보와 복지업체의 관련성에서 유」해볼 수 있다(  

   

R광고 2S 선경 스카이텍스 (+31-( +,) 

R광고 3S 한일합섬 로즈마리 (+312( /) 

R그림 /3S 영화 6겨울여자8 경희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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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에서는 대학교의 상징인 석조 건물을 배경으로 여대생을 연상시키는 

패션이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화보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당대의 유행 스타일을 

대부분 캠퍼스웨어 화보로 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광고에 나타난 판탈롱 

수트와 투피스의 패션만으로 여성모델이 여대생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서구 건『 양식으로 지어진 경희대학교 본관 건물R광고 2S& 서울 

덕수궁의 석조전R광고 3S을 배경을 통해 광고 모델들이 여대생을 표상하고 있음을 

」측할 수 있다( R그림 /3S와 같이 경희대학교의 본관 건물은 영화 6겨울여자8& 

6바보들의 행진8 등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출현하는 청』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R그림 00S 영화 6겨울여자8에 나온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R그림 0+S 영화6겨울여자8의 여대생 

R광고 +0S 대한방직 콧튼 (+31+( 1) 

R광고 ++S 제일합섬 라라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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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대생의 대학교 배경으로는 당시 전형적인 여대생룩을 유행시킨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었다( R그림 00S과 같이 학교 앞 여대생들이 붐비는 장면이 

영화에 자주 연출되었다( R광고 +0S의 광고 속 여성들은 실제 여대생들의 사진으로 

」정되며 R그림 0+S& R광고 ++S은 친구들끼리 떼지어 다니는 영화 속 여대생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R그림 0,S t신입생의 <cllY[Y ?Ugh]cbu 화보 (~여성중앙」 +31+( -) 

R광고 +,S 제일합섬 라라 (+31+( +,) 

다음으로 여성지 화보와 복지업체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대생 표상을 」측할 

수 있다(~여성중앙」은 화보의 협찬 복지업체를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R그림 0,S 오른쪽 하단의 경우 t복지 4 제일모직라라숙녀복지u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R광고 +,S의 캠퍼스웨어 제작에 협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를 통해 

제일합섬 라라 숙녀복지의 판매 타겟층 혹은 표방하고 있는 패션 스타일이 

r여대생s 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R광고 +,S의 바디카피를 살펴보면 t1+년 라라 

숙녀복지중 「고급 라라 옥스포“와 라라 엘소피아는 독창적인 의상과 서구적인 

                                            
3-  +310년대 초반 ~여성중앙」의 캠퍼스웨어 화보는 제일합섬 라라가 협찬했지만 
이후로는 에바론 저지& 코오롱텍스& 풍천화섬 에이원 등도 협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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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을 즐기는 현대여성의 복지입니다(u 라고 나타나며 옥스포“는 r지성의 멋s을 

표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여대생은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 교육을 

받은 극소수의 학생들로 지성인으로서의 긍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광고 카피들을 통해서도 광고에 여대생 표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직장여성 

 

광고 속에 나타난 직장여성은 사무실 배경과 소품& 오피스웨어화보의 

유사성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R광고 +-S 선경 스카이텍스 (+31.( +,) 

R광고 +.S 대한방직 경방코너 (+31/( 0) 

R광고 +/S 선경 스카이텍스 (+31.( +0)  

 R광고 +-S의 여성 모델은 외국 화보집을 오른쪽에 –고 패션 스케치를 하고 

다( 그리고 책상 찬장에 옷감들이 놓여져있고 아래쪽에는 스카이텍스 복지 

카탈로그가 세워져있다( 이러한 배경과 소품을 보았을 때 여성 모델의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로 」정된다( R광고 +.S는 전형적인 사무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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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책상이 놓여진 사무실을 배경으로& 책상 위에는 필기구와 서류& 전화기가 

놓여져있다( 이는 오피스웨어 화보에도 사용된 소품으로& 전형적인 사무직 여성을 

표상하고 있다( 또한& 모델은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으며 오피스웨어로 많이 

소개되는 미디길이의 투피스를 입고 있다( R광고 +/S도 위 광고들과 유사한 패션과 

배경 소품을 찾아볼 수 있다(  

 

  

R광고 +0S 제일합섬 라라 (+31-( ++() 

R광고 +1S 제일합섬 라라 (+31-( +,() 

 

R광고 +0S& R광고 +1S은 +310년대 여성패션 소비층으로 상정된 세 집단인 

r주부s& r여대생s& r직장여성s이 나타났다( 광고에서 아이와 함께 서 있는 여성 모델은 

주부& 잡지를 보고 있거나 친구와 얘기하는 그 외 여성 모델들은 여대생& 

직장여성으로 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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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 라이프 스Ⅲ일에 따른 도시 여성 

()) 아파트, 호텔, 자동차 

 

   

R광고 +2S 대성모방 프리모 몽쉐리 (+31-( ++) 

R광고 +3S 경방패션 (+312( .) 

R광고 ,0S 모라도 (+312( .) 

 R광고 +2S& R광고 +3S& R광고 ,0S은 모– +310년대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떠오른 아파트를 배경으로 》영되었다( 당시 아파트는 부촌에 사는 중산층의 

상징이었다( +301년에 정부가 」진한 한강변 개발계획 산업의 영향으로 동부 

이촌동에 한강멘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한강멘션 아파트를 이후로 여의도 

시범아파트R광고 +2S& 반포주공아파트가 건설되었다( +310년대는 r아파트 프리리엄 

시대s라고 불릴 정도로 아파트 붐이 일어난 시대였다(3. +310년대의 아파트에는 

당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에 속하는 사람들로 정부 관리& 

간부급& 사무직 근로자& 학자& 교육자 등이 있었다( 아파트는 정부 근대화 전략과 

                                            
3. 김성보 외 공저&『한국현대생활문화사 4 +310년대』& ,0+0& dd(+.,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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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일어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물이자 중산층을 표상하는 당대의 

가장 근대적인 주거공간이었다(3/ 

 

   

R광고 ,+S 모라도 (+31/( .) 

R광고 ,,S 동아실크 (+311( ++) 

R광고 ,-S 선경 스카이텍스 (+31.( -) 

위 광고들은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들이다( R광고 ,+S은 호텔 앞을 

배경으로& R광고 ,,S은 호텔의 카페& R광고 ,-S은 호텔 내부 호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10년대 호텔 내의  카페와 나이트클Ⅰ은 젊은 소비층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310년대에 호텔이 대거 건설되는 배경에는 +300년 정부의 관광자원 

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t국제 수지의 개선과 

민간 외교의 증진& 더불어 국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지역사회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u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 지방의 r관광자원 개발계획안s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관광 자원 개발 /개년 계획을 

세우고&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 지역에 기존 시설 확장& 도로& 공원& 기념관 

                                            
3/  권현정& ~+310년대 근대 국가 논리 속에서 장려된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허상의 
젠더성」&『한국문학논《』( 제1.권& ,0+0( dd(,01o,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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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서비스 & 개량 교육 등 관광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30 외국인 유치를 위한 호텔 시설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관광개발 

지원 방안에 힘입어 +31+년 명동의 로얄 호텔& +31,년에 코리아나 호텔이 

완공되게 되었다( 

 

   

R광고,.S 동광공업 아폴로 편사& 아리랑 털실 (+302(+0) 

R광고,/S 토프론텍스 (+310(,) 

R광고,0S 제일합섬 라라 (+310(/) 

R광고 ,.S& R광고 ,/S& R광고 ,0S은 자동차를 활용한 광고들이다( 자동차 또한 

+310년대의 일부 상류층을 위한 수단이며& 상징이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300년쯤부터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면서 성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31 

그리고 +310년대가 되서야 현대 자동차가  이태리의 자동차 디자인회사와 

                                            
30 t관광한국의 길(+)u& ~매일경제」& +301(.( .( 
31  국내에선 +3//년에 한국 「초의 국산차 시발자동차& 새나라자동차가 생산되었다( 
+30-년에 정부는 자동차의 국산화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r자동차공업 일원화s를 
」진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301년 r자동차 제조공장 허가기준s을 새로 공표하였다( 

자동차 제조 공장의 허가 기준은 선진 국가의 기술 제휴를 조건이었으며 이를 충족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승인받아 승용차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31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공장 건설과 시설 투자가 

체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31/년에 출시되었다( (이옥분& 
~한국자동차디자인의 역사연구 4 +3/0년대부터 ,000년대 후반까지」&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0( dd(,1o-,& -2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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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여 포니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가 대중에게 보편화된 것은 

+320년대에 자동차의 생산체계가 안정화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310년대의 자동차는 대중들의 일상적인 교통 

수단이었다기 보다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내구 소비재의 대량 생산과 함께 국산 자동차 연간 -만대 생산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시 언론은 자동차가 정부의 계획대로 대량 생산되어 대중에게 

보편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r마이카 시대s라 불Ⅱ다( 그러나 당시 개인 소”이 

겨우 +00달러정도인 시대인 +310년대에 집집마다 자가용 한대씩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대중의 이상적 목표이자 희망일 뿐이었다( 매체에서는 

t마이카 시대를 안전운행 체조(~여성중앙」 +31+( -)u 같이 선진 문물처럼 

여겨지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만들었다( 

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호텔& 자동차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장한 

산업과 관련된 문물이었다( 이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고 당시 

대중들에게 일상적이지 않고 생소한 요소들이었다( 

 

(2) z급 교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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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고 ,1S 제일모직 골덴 티셔츠 (+31-( +0) 

R광고 ,2S 모라도 (+313( .) 

R광고 ,3S 제일합섬 장미표 (+31,( +,) 

  

R그림 0-S 영화 6화분 (+31,)8의 승마 데이트 

R그림 0.S 영화 6바보들의 행진 (+31/)8의 테니스 데이트 

 

R광고 ,1S& R광고 ,2S& R광고 ,3S에서는 골프& 테니스& 승마를 하고 있는 광고 

모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는 당시 대중들이 즐기던 취미활동이 

아니었다( 실제 승마나 골프를 취미로 즐겼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러한 고급 소프츠 활동은 남녀의 

데이트 코스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R그림 0-S& R그림 0.S( 

 

   

R광고 -0S 제일모직 골덴저지 (+31.( /() 

R광고 -+S 제일모직 로제트 (+310( .() 

R광고 -,S 한일합섬 오페라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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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에서는 당대의 고급 교양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광고에 

나타난 고급 교양활동은 주로 예술 분야와 관련되었으며 미술관 관람R광고 -0S& 

서양화 그리기& 악기 연주R광고 -+S& 오페라 관람R광고 -,S& 발Ⅳ 등이 있었다(  

당시 여성지에서는 교양을 명목으로 서양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실었다( 그 예로& ~여성동아」에서는 r여성동아화랑s 시리즈를 통해 

현대미술 작품들을 소개하였고& 미술사나 화랑 운영기 관련 기사를 실었다( 

~여성중앙」은 r연인들s& r명곡속의 여인상s& r세계미술관 순례 시리즈s를 

연재하였으며 미술관에 관한 정보 혹은 화가& 음악가의 일생& 에피소“를 

연재했다( 미술 외에도 오페라& 연극& 뮤지컬을 감상하는 여성 모델이 등장했다( 

R광고 -,S의 배경은 여성지 화보에 자주 등장하는 》영 장소인 쎄실극장과 

유사하고& 양장지 브랜“명도 r오페라s이다(  

그러나 고급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활동을 영유하는 광고 속 여성 모델들은 

남성과의 데이트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광고를 포함한 +310년대의 매체에서 

연애하는 남녀가 하이킹이나 피크닉& 또는 승마와 골프를 취미삼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t연애서사의 감각화u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영화의 연애가 이국적인 하나의 판타지에 불과했•이& 승마나 

골프& 테니스같은 고급 스포츠는 한국 남녀들의 연애를 이국적으로&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환상적 장치로 작용했다( 미국영화의 연애나 애정표현의 장면이 하나의 

볼거리에 해당했던 것처럼 +310년대의 광고 속 연애나 애정표현은 하나의 

낭만적 환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32 

 

(3) 연애대상–로서의 여성 

 

                                            
32 이선미& ~+3/0년대 여성문화와 미국영화」& 『한국문학연구』& 제-1권& ,003&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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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여성 표상으로 r연애대상화 된 여성 표상s으로& 광고 속 데이트 장소& 

남성모델과의 로맨스 서사& 당시 로맨스 영화의 이미지 차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R광고 --S 한일합섬 한일카시미론 (+310( 0() 

R광고 -.S 한일합섬 한일카시미론 (+31+( 0() 

R그림 0/S 영화 6가시를 삼킨 장미8 보트 위 데이트를 즐기는 주인공 

  

R광고 -/S 원림산업 에바론 저지 (+31,( .) 

R그림 00S 영화 6병태와 영자8 식물원 데이트 

 

R광고 --S& R광고 -.S& R광고 -/S에 나타난 데이트 장소는 놀이동산& 보트 

위R그림 0/S& 식물원 등이 있었고& 앞서 ,절에서 살펴본 고급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남녀의 모습도 데이트로 되었다( 데이트 장소는 당대 영화에서 남녀의 

데이트 장면을 통해 」측할 수 있었다( R광고 -/S( R그림 00S의 식물원은 +3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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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해있다( 능동 어린이공원은 +310년대의 정치 

이슈와 관련된 서울 컨트리 골프장33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어진 공원이다( 

 

  

 

R광고 -0S 제일합섬 골덴저지 (+31.( -) 

R광고 -1S 제일합섬 라라 (+31.(/ ) 

R광고 -2S 토프론텍스 (+311( ++) 

 R광고 -0S& R광고 -1S& R광고 -2S의 광고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남성 

모델의 직접적인 시선이 나타났다( 위 광고들은 패션을 통해 아름다워진 여성을 

보여주고 남성의 시선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R광고 -0S은 남성 모델이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모델이 아름다워 바라보는 것을 연출하고 있다( R광고 

                                            
33  서울 컨트리골프장은 정치& 금융& 경제& 언론계의 막강한 지도자들의 사교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310년대 당시 「고 권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당시 성행하고 있는 골프장의 갑작스런 이전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t친일&독재 잔재 
“리운 어린이대공원u( 오마이뉴스(kkk(chambYk(Wca)(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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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은 편지 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하고 여성모델이 아름다워 다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R광고 -2S은 t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빛깔u& t눈길이 머물 수 밖에 

없어요u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여성을 향한 남성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R광고 -3S 제일모직 골덴 울니트 (+31/( +() 

R광고 .0S 모라도 닛트웨어 (+31-( 2() 

R그림 01S 신혼여행 4 꿈길 꽃길 (~여성동아」 +311( .() 

R그림 02S 신혼여행 떠납니다& 신혼의 차림새 (~여성동아」 +31,( ++() 

R광고 -3S& R광고 .0S은 남녀 모델이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r허니문웨어s(AcbYmaccb OYUf) 화보R그림 01S&R그림 02S과 유사하다( 

허니문웨어는 말 그대로 웨딩“Ⅳ스가 아닌 신혼여행의 외출복으로& t결혼식을 

올리고 친척& 지인들에게 환송을 받을 때 입는 옷u+00 을 말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허니문웨어가 특정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의 시간& 

격식& 장소(L(I(H)의 하나를 상정하고 이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00 t하니문웨어u& ~의상」&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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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고 .+S 제일합섬 골덴저지 (+31.( /() 

R광고 .,S 원림산업 에바론저지(+31.( 0()  

R광고 .-S 원림산업 에바론저지 (+31-( 1() 

 R광고 .+S의 광고는 영화 6바보들의행진 (+31/)8& 6병태와 영자 (+313)8에서 

영자 역을 맡은 배우 이영옥이 광고 모델이며 영화에서도 – 주인공이 테니스를 

치는 장면이 나왔다( +310년대에는 +300년대의 여배우들의 활약에 이어 r여배우 

신 트로이카s 붐이 일어났다( 여배우들은 영화& “라마에 출연하며 복지 카탈로그&  

잡지 광고& LN 광고에서도 활약하였다( R광고 .,S의 광고는 당시 유명 영화배우 

김창숙이 광고 모델이며& R광고 .-S는 r물새한마리s란 대중가요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하』화가 광고 모델이었다( 위 광고처럼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일 경우 사진 

이미지 외의 광고카피가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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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고 ..S 부산방직 비비퀸텍스 (+312( +0) 

R광고 ./S 제일합섬 골덴저지 (+31/( -) 

R광고 .0S 제일모직 골덴니트 LN 광고 (+31/) 

 

  

R광고 .1S 제일합섬 골덴저지 (+31.( +0) 

R광고 .2S 제일합섬 골덴저지 LN 광고 (+31.) 

 R광고 ..S& R광고 ./S& R광고 .0S은 애틋한 분위기의 광고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는 +310년대 중반에 제작된 LN광고R광고 .0S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R광고 .0S은 애절한 음악과 함께 여성 모델은 선착장에서 떠나간 연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재회를 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 R광고 .1S과 R광고 .2S은 동일한 

광고의 지면& 영상광고이다( R광고 .2S은 여성모델이 여행 가방을 들고 가을을 

만끽하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기차가 떠나고 여성은 누군가를 애타게 

찾•이 한없이 기차를 쫓아간다( 그리고 나Ⅳ이션으로 r서구의 멋과 계절의 

로맨스& 매혹의 숙녀복s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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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 속 기차역& 선착장은 남자친구를 군대로 떠나보내는 이별의 장소로 

많이 나타났다( 영화 6바보들의 행진8에서도 주인공 병태를 군대로 떠나보낼 때 

여자 주인공이 병태가 타고 있는 기차 앞에서 애틋한 이별을 하였다( 

위 표상 속에 나타난 남성과의 데이트& 직접적인 남성의 시선& 환상적 

로맨스의 장치는 여성의 패션을 성적 대상화된 역할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광고의 수용자인 여성은 광고에 묘사된 여성을 보고 

자신을 모델과 동일시하기도하고& 남성이 보는 시선으로 표상된 여성 또는 

광고카피를 인지한 다음 이를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은 무의식 

속에 남성의 시선에 의해 형성되는 상이 되고자 노력하게 된다(+0+ r연애대상 

으로서의 여성s 표상들은 여성의 무의식에 이러한 정체성을 의식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0+  정기현& ~광고에 나타난 성별 묘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서울4 나남출판& +333(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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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대 여성지 패션광z에 나Ⅲ난 여성표상의 사회적 의미 

 

)) 남녀 시선에 따른 여성패션의 사회적 기능 

 

+310년대의 옷은 의식주에 충실한 생필품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상품으로서 기능하였다( 앞서 패션광고의 분석을 통해 남녀 시선에 따라 패션의 

의미성 즉 사회적 기능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패션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남녀의 시선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남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의 패션이란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한다( 즉& 광고 속 패션은 성적 대상화의 도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10년대의 광고는 남성 제작자 위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여성 

패션광고는 남성이 생각하는 혹은 바라보는 여성의 욕구& 욕망을 해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제 . 장 ,절에서 해석한 r서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 여성s 표상도 

결국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데이트& 남성과의 동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여성 이미지는 로맨스라는 장치를 통해 소비가 여성의 개인의 온전한 

행위가 아닌 가정의 경제 주체인 남성에게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R광고 .3S 제일모직 로제트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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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의 패션은 구분 짓기& 더 나아가 과시 주의 성향을 

보인다( 광고 카피의 주요 소구 유형으로 r품위& 고급s의 항목이 나타나는데 주로 

t선망& 자랑& 돋보이는 당신& 우아한& 명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급u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예시로 R광고 .3S의 광고카피는 r누구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Ⅳ서이신 당신만을 위한 로제트입니다(s 이다( 

패션은 대체로 출세 지향적& 상향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패션은 대체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가 가장 속하고 싶어 하는 그룹의 옷을 보여주거나 

또는  기존의 것보다 새로워 보이게 하여 사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 낸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현실과의 간극은 신경 쓰지 않는다(+0, 이러한 성향은 +310년대에 

나타난 여성 내부에서 나타난 계급 분화 현상과 관련된다( 특히 r여대생s은 부유한 

부모와 성공한 남편이라는 배경을 동반하는 일종의 특수집단이었다(+0- 

패션은 한 집단의 공통 가치를 규정하는 동시에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되게 만든다( 이는 패션을 통해서 차별화& 정체성이 “러내는 t장벽과 

교량u이라는 문화 인류학적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r여대생s이라는 소수의 

여성 집단을 우상화하는 것은 그 외 다른 여성을 분리하는 t장벽u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또래 여성들은 패션& 구체적으로 캠퍼스웨어를 

r교량s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대생이라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또는 여대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패션을 통해 우상화된 여대생을 모방하는 것이다(+0. 그래서 

캠퍼스웨어는 여성들 사이에서 r여대생s이라는 일종의 상대적 우월감의 표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r여공s으로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이 여대생처럼 보이기 

위해 여대생 룩을 따라하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0/ 

                                            
+0, DUkUaifU& Yib]mU& 앞의 책& ,000( dd(20o21( 
+0- 박수현& ~+310 년대 소설의 여대생 표상 q 황석영& 조해일& 김주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권 + 호& ,0+.( d(,1/( 
+0. 김민수& 『,+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4 그린비& ,0+0& dd(-2o.0( 
+0/ 강유정& 앞의 글& ,0+/( 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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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03S +310년대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출처 4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 (hhhd4))_cfYUVlc[(_cfYU(_f)011)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친구들과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연례 행사가 있는 날에는 유니폼을 벗고 

정장에 핸“백을 들고 자신을 꾸미기도 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중 매체를 통해 결혼에 관련해서 

r여대생s에게 ‘쳐지지 않으려 했다(+00 

여성 노동자들의 부당한 실태와 환경에 대해 논하는 기사에서 여성 노동자와 

여대생의 옷이 다르다는 것을 논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여성 노동자)이 입는 옷은 여대생의 것 못지않게 화려하지만 그들을 교양이 있고 

세련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 자신도 r결코 우리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읍니다s고 

자학적인 말을 토하지만 그러나 여공들은 앞에서 말한것처럼 전부 윤락했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t가냘픈 산업 낭자군 -/만 

여공의 어–운 현실u& ~동아일보」& +310( +0( ,-() 

 

                                            
+00 전혜진& ~미혼공장 여성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 dd(-.&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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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리 여대생같아 보이는 옷을 입더라도 여대생 

특유의 교양과 세련미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찾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여대생과 여성 노동자를 구별하는 여성 계층 의식이 존재했으며& 

여성 노동자에게 패션은 r여대생s이 되기 위한 r교량s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10년대는 여배우들의 일명 r신 트로이카+01 스타s 들이 등장했다( 

+300년대 영화산업이 성행하면서 떠오른 기존 r트로이카 스타s들이 은퇴하고& 당시 

독재 정치의 일계로 영화의 창작 규제가 심해지면서 영화계가 정체되었다( 그 

가운데 신 트로이카 여배우들의 활약이 나타난다( 신 트로이카 여배우로는 장미희 

(6겨울여자 (+311)8&  6별들의고향, (+312)8& 6갯마을 (+312)8& 정윤희 

(6나는11번아가씨 (+312)8& 6꽃순이를 아시나요 (+313)8)& 유지인(6마지막 겨울 

(+312)8 6이십육P삼백육십오70 (+313)8& 6가시를 삼킨 장미 (+313)& 6내가 버린 

남자 (+313)8)이다( 여배우들은 영화 외에도 LN& 잡지에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일명 r여배우 스타덤+02r 현상으로 나타났다( 

양장지 광고는 여배우의 중요한 수입 항목에 속하기도 하였다( 제일모직& 

경남모직& 한국 모방 등의 섬유 업체와 동대문 대규모 복지 도매상들은 자사의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스타들의 사진을 담아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 

이는 곧 여성지 화보와 패션 광고와 동일한 이미지였다( 

                                            
+01 트로이카(Lfc_]_U)는 r삼–마차& 즉 어떤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세사람s이라는 

의미를 뜻하며 r함께 일하는 -명의 정치인& -개의 국가s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된다( 
+02 스타덤은 +310년대에 주로 사용된 표현으로 t스타를 둘러싼 광범위한 문화현상s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영화사 연구에서는 산업적인 마케팅 장치와 사회 문화적 재현물인 
이미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호걸&~10년대 한국 여배우 스타덤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0(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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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10S 톱스타의 홈웨어 (~여성중앙」+31,( ,() 

R그림 1+S 톱스타의 나들이옷 (~여성중앙」+31+( +() 

+310년대 여배우는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여성들의 패션아이콘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작용하며 r부와 소비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이미지s 역할을 수행하기도한다( 호화스러운 집& .천만원짜리 시계& 

외제 승용차와 같은 스타들의 과시적 소비가 부와 소비의 상징+03을 만들었으며 

r상류층의 표상s으로 작용했다( R그림 10S은 ~여성중앙」에 실린 화보로 유명 

연예인들의 홈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 화보는 스크린이나 무대가 아닌 집에서 

연예인이 평소에 입는 홈웨어를 보여주고 있다( R그림 1+S도 당시 유명 연예인들이 

입는 외출복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성 패션 리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과 여배우의 우상화를 통해 +310년대의 패션은 단순한 

의복 기능을 넘어 선망의 대상이자 계층 표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03 이호걸& 위의 글& ,000( dd(+2o+3& ,1o-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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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상류층 표상의 세분화 2 기호로서의 중산층 

 

앞서 도출한  t서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 여성u 표상은 당시의 

r현대화7서구화s라는 인식때문에 단순히 서구 문화를 」종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국가 주도하에 발전한 산업 및 정책과 밀접한 배경& 

요소들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아파트 붐과 관련된 

한강변 개발 계획 산업& 관광개발 자원정책&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과 여가 Ⅳ저 

열풍& 자동차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단순히 그 시기의 r세련되어진 것s이기 때문에 

광고 요소로 활용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광고 요소들의 등장한 이유는 +300o10년대 박정희 정권이 강조했던 

중산층 담론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때부터 대–되었던 r중산층 

육성s은 +300년대부터 t근대 국가 건설의 핵심 논지u를 의미하는 슬로건과 같았다( 

이러한 중산층의 실질적인 모습은+310년대의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아파트 

주거공간의 등장& 그리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시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호명한 중산층이란 대중의 환상과 욕망을 자극할만한 일종의 

r기호s로서 작용하였다( r기호로서의 중산층s은 당대 개발 이데올로기가 주는 

환상을 촉구하였고 번영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등 정치적 기제로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민층이 t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임하는 건전한 

주체가 되도록 돕는 장치& 또는 국가의 개발 논리를 ’받침해줄 근거로서 

중산층u이라는 기호를 활용했다고 」론할 수 있다(++0 실제 극소수 특권층만이 이 

기호로서의 중산층에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를 욕망하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환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110 권현정( 앞의 글( ,0+0( 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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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소설에 표상된 중산층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다( +310년대 국가가 만들어낸 욕망과 허상의 r중산층s이 

적날하게 “러나는 대표적 소설은 +311년 ~일요신문」 에 연재된 김승옥의 

대중소설 『강변부인』이다( 『강변부인』에 나타난 주인공 민희의 가정은 당시 

정권이 내세운 가족 정책의 표본으로 보여진다( 그들의 주거공간과 생활양식은 

모– t근대적 가정u을 표상하는 기표로 작용한다(+++  

소설에 묘사된 r중산층s 가정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의 가족은 가정주부 민희& 

건『업에 종사하는 남편 영준& – 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는 

자가(自家)이며 /개의 방을 가진 00평형 고급 아파트이다( 그리고 주인공 가족은 

애완견 헬가& 식모와 함께 산다( 남편은 도시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3만원이었던 시절에 술값으로 ,0만원을 스스럼없이 긁는 인물이다( 

주인공 민희는 의상실(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고 밤에 나이트클Ⅰ& 낮에는 

백화점& 영화관& 워커힐 힐탑바를 다니고 건『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시공기념 

파티에도 참석한다( 소설 속에서 민희가 가정내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은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강변부인』의 주인공 가정은 +310년대의 전형적인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려내고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중산층 표상은 핵가족의 전형으로 여성을 기혼여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은 기혼여성의 

표상과 미혼 여성이 선망할 수 있는 표상을 제시했다( 미혼 여성의 r기호로서의 

중산층s 표상은 여대생s과 r직장여성s& r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s 표상이 해당된다( 

r여대생s이라는 중산층 표상은 영화& 소설과 같은 상상적 매체에서도 나타났다( 

매체 속 여대생은 마치 육체노동을 하지 않은 가녀린 외모로 미혼 여성의 

                                            
+++ 권현정( 앞의 글( ,0+0( dd(,00( 
++, 권현정( 위의 글( ,0+0( dd(,03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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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여대생의 이미지는 호스테스와 같은 r직업 여성s의 

이미지와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R그림 1,S 영화 6겨울여자8 이화의 집 내부 

R그림 1-S 영화 6겨울여자8 여대생 이화 

+311년작 영화 6겨울여자8의 이화는 대표적인 여대생 캐릭터이다( 이화는 

+310년대 대중에게 완벽한 조건을 갖』 상상 속 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 

이화는 ,층 양옥집 R그림 1,S에 살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며& 비싼 학비& 

생활비& 용돈 ·정이 없었다( 이화의 수수한 메이크업과 패션 스타일은 r우아하고 

세련된s 여대생의 전형이었다R그림 1-S( 이화는 대중이 생각하는 관습적 여대생 

이미지로& 이화 스타일은 +310년대 후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R그림 1.S 영화 6가시를 삼킨 장미 (+313)8 아파트와 여대생 

                                            
++- 강유정& 앞의 글& ,0+/( d(+30( 
++. 강유정& 위의 글& ,0+/( 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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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대생 캐릭터로 신 트로이카 여배우 중 한명인 배우 유지인이 

주인공인 6가시를 삼킨 장미 (+313)8에 나타났다( 주인공 장미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혼자 살며 부모님은 다른 지역의 전원 주택에  살고 있다( 장미는 일반 

여대생처럼 친구들과 서점에 들려 외국 잡지도 보고 다방에 즐겨가기도 한다( 

장미의 패션은 영화 6겨울여자8의 이화보다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준다R그림 1.S(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은 미혼 여성들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장치이자 

국가가 원하는 여성 정체성에 부합하게 하는 r기호로서의 중산층s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연애로 귀w되는 여성의 정체성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의 분석을 통해 본 결과 r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s 

표상이 도출되었다( 광고에 나타난 배경과 소품을 통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남성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연출& 허니문웨어 화보와 유사한 이미지& 

그리고 당시 유행하는 로맨스 영화의 이미지 차용된 점을 통해 위 표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r서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 여성s 표상에서도 고급 스포츠& 

문화활동 등을 즐기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부 광고는 r남성과의 

데이트s였다( 이를 통해 패션 광고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대부분 연애& 

로맨스& 낭만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0년대 여성지 패션광고에 나타난 연애로 귀결되는 여성의 정체성은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핵가족 중심주의와 연결될 수 있으며&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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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감정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t사랑만을 꿈꾸는 여성 이데올로기u가 

등장하게 된다(++/ 

+300o10년대의 한국은 산업 자본주의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의 효율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었다(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불리는 이분화된 구조가 나타났다( 

이전의 가정에서 행해지던 생산이나 교육 분야들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면서& 

가정은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을 위로하기 위한 정서적 차원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보조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남성은 경제 생산자로서 가정 내의 가부장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졌다(++0 

대중소설 속에 나타난 로맨스& 연애& 사랑은 – 남녀간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여성의 미래와 연결되며& 가족의 구성& 가족 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적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맨스 서사는 공적& 사적 

영역의 분리를 도모하고 이는 곧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 및 제도화와 연관된다( 

r사랑s을 근본적인 구성 원리로 하는 가족은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며& t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는 경계 자체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전략적 기점u++1으로 볼 수 있다( +310년대의 패션광고는 로맨스 이미지를 통해 

가족 중심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광고에서 미혼 여성모델은 소녀적인 사랑을 

꿈꾸며 남성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혼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보여준다( +310년대의 패션광고는 주요 이미지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중심에 –면서& 광고를 본 여성들이 남편의 감정적 내조자가 

될 수 있도록 내면화하게 만든다( 특히& 낭만적 서사는 대중소설에 많이 나타났다( 

                                            
++/ 김영옥&『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서울 4 또하나의문학& ,00+& d(/-( 
++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4 문학과지성사& +323( d(+0.o+02( 김영옥& 
~1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2권& ,00+( d(-,( 재인용( 
++1 김현주 ~+31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0-( dd(+03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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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 낭만적 사랑& 혼 외로 이루어진 열정적 사랑은 여성 개인 삶의 문제에 

침투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정 내로 국한되게 만든다( 즉& 낭만적 

서사는 공적 영역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오로지 여성의 

정체성을 사적영역으로 국한되게 만든다(++2 

+310년의 낭만적 사랑과 핵가족 제도는 산업 사회의 사회적 이상으로 

그려지면서& t문화적 코“u로 작동되고 있다( 낭만적 사랑에 이어 결혼한 남녀는 

결혼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를 정서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이를 

통해 전 근대 사회의 특징인 대가족 제도로부터 분리된 핵가족 제도는 자명한 

가족 구성의 원리처럼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3 여성들은 광고 속 표상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을 사회적 통념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로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0  

  

                                            
++2 전경옥 외 공저& 앞의 책& ,00/( dd(,2&,3( 
++3 김현주& 앞의 글& ,00- d(+.,( 
+,0 정기현& 앞의 책& +333(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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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w  론 

 

이 연구의 목적은 +310년대 여성지의 패션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 p 문화적 맥락에 기초해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여성 

소비층으로 인식된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화보를 통해 

탐구하였고 세 여성 집단의 기표로서 작용한 패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10년대 여성지의 패션 광고디자인에 나타난 여성 표상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 p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x장에서는 +310년대 여성 패션광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여성& 

패션& 광고로 당위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에서는 +310년대의 중요한 사회 

현상인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점으로& 당시 여성들의 교육 환경과 취업 실태를 

조사하였다( +310년대의 여성들은 변화된 교육 정책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남녀차별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대생의 수도 증가했지만& +00명중 -명의 학생만이 진학할 

정도로 극소수였고 취업률도 저조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취업을 하더라도 여성 직원은 단순 노동 업무만 맡았다( 또한& 실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는 공적 영역의 노동 범위에 

배제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다음은 +310년대의 젠더 담론 형성에 기여한 여성지가 성행한 이유를 

파악하였다( +3,0년대의 ~신여성」& +3/0년대 ~여원」의 흥행을 예로& 여성지가 

r여성s이라는 젠더적 담론을 구성하고 독자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를 

내면화하게 만“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연구대상인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은 위 여성지와 비슷한 가부장적인 맥락을 이어오면서도 젊은 

여성층인 여대생& 직장여성에 대한 기사와 화보를 실었다( 또한& 출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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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전반적인 경영 구조가 변동되면서 잡지는 자본주의 시장에 맞게 상업화 

된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지 내의 광고는 상업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이자 강력한 시각물의 역할을 했다(  

+310년대 한국 패션의 산업화를 살펴보기 위해 의생활의 변천과 패션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의생활의 변천은 일상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생필품의 하나였던 옷이 패션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10년대의 패션은 유행을 창조하고 시간& 장소& 격식(L(I(H)에 맞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310년대 중반에 대기업은 섬유업을 기반으로 패션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성복 브랜“를 출시하였다( 그러면서 +310년대의 의복 소비형태는 맞춤복과 

기성복이 공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패션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이후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던 소모방업계가 공장 시설을 확충하며 화학섬유를 

자생적으로 생산하였다( 이후 수출 주요산업으로 봉제업이 부상하면서 업계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패션산업을 확장시킨다( 대량 생산 체제로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은 타 브랜“와의 경쟁 및 생산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패션 

광고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y장에서는 +310년대 여성지에 실린 화보를 분석하였다( 화보에서 패션은 

ro웨어s로 이름이 붙여져 서구 라이프스타일의 L(I(H에 맞」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이를 개인&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홈웨어 

화보는 작업복& 내의& 호스테스 패션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는 당대의 전형적인 

핵가족의 가정주부를 표상하였다( 캠퍼스웨어 화보는 캠퍼스웨어가 여대생의 

표식이면서& r여대생s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오피스웨어 화보는 직장여성을 

패션 소비층으로만 인지되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화보에서는 파워“Ⅳ싱 이론에 

맞게 직장 내에서 여성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오피스웨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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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화보에 나타난 패션이 실제 세 여성 집단의 의생활을 고려한 패션이 아닌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의 표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z에서는 본격적으로 +310년대 ~여성동아」와 ~여성중앙」의 패션 

광고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절에서는 광고 디자인을 조형적& 내용적 요소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서술하였다( 조형적 요소로 주요 이미지& 광고 모델의 종류& 의상& 광고 

배경& 로고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내용적 요소는 헤“ 카피& 서브 카피& 바디 카피& 

슬로건& 캡션을 이성적& 감성적 소구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성적 소구 는 r신기술s& 

r기능성s& r계절감s& r수출& 세계적s 유형으로 나타났고& 감성적 소구는 r로맨스s& 

r젊음s& r멋s& r품위s& r유행s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광고디자인 분석을 토대로 여성 표상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y에서 도출한 여성 패션의 소비층인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의 표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 아이와의 동행& 여성 모델의 결혼반지 착용& 

홈웨어 화보와의 유사성을 통해 나타났다( 여대생은 영화에 나타난 대학교 전경과 

캠퍼스웨어 화보를 통해 표상되었다( 직장여성은 사무실 배경과 전화& 책상& 책 

등의 소품을 통해 광고에 나타났다( –번째 여성 표상은  r서구 라이프스타일에 

맞』 도시 여성s 표상이다( 이 표상은 당시 현대화의 상징인 아파트& 호텔& 

자동차의 광고 배경과 고급 스포츠와 문화 활동을 즐기는 광고 모델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310년대 국가 주도의 정책& 산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극 

소수의 상류층만이 누리는 문물이었다( 세 번째 여성 표상은 r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s이다( 이 표상은 영화에 나타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남성 모델과의 로맨스& 

당대의 로맨스 영화 이미지를 차용한 점에서 도출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의 사회적 의미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의 패션은 남녀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졌다( 

남성의 시선에서 본 여성의 패션은 남성에게 사랑받기 위한 치장이자 성적 도구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시선에서 본 패션은 다른 여성과의 구분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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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선망s& r자랑s& r돋보임s& r「고급s으로 표현되며& 계층 구분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또한& +310년대 여배우들이 광고의 모델이 되면서 이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보여준 r부와 소비의 상징적 존재s로 이미지가 나타났다( –번째는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이 세분화 된 상류층 표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기호로서의) 중산층 표상은 핵가족의 전형으로& 여성은 

기혼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실제 극 소수의 해당하는 여대생과 직장여성이 

매체에 지속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점과 대중 매체에서 표상된 여대생의 이미지를 

통해& r여대생s& r직장여성s& r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s 표상이 미혼 여성의 중산층 

표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위 여성 표상은 광고 속 여성의 정체성을 연애로 귀결시키며& 

이는 핵가족 중심주의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이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성을 위한 감정적 안식처로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 광고 속 미혼 여성은 연애를 통한 소녀적인 사랑을 꿈꾸고 데이트하며& 

기혼 여성은 안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며 r사랑s이라는 감정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적 감정의 차원으로 보여지지만 연애와 결혼을 통한 가족 중심의 사회적 

산물로도 볼 수 있다( 광고에 나타난 연애 서사는 +310년대 한국의 산업화에 따라 

국가가 원하는 사적 영역에 국한된 여성으로 만“는 t문화적 코“u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10년대 여성지의 패션 광고에 나타난 여성 표상은 이후 패션광고에서 더 

노골적으로 혹은 더 고차원적으로 은유되거나 생략되며 지금까지 잔존한다( 오늘 

날 현재 사회에서는 r페미니즘s& r페미니스트s라는 사회& 학문적 용어가 이제는 

대중의 일상에서 쉽게 오가는 실정에 와 있다( 과거의 광고를 분석하는 것은 

광고의 표현 기법& 이미지 등을 살펴보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지만 오늘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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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심의 광고를 통해 젠더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재와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의 가능성으로 실제 +310년대 여성들이 패션 광고 

속의 여성 이미지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수용자 연구를 제안한다( 

광고 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패션 광고와 이미지가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수용자 개인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선희 ~근대화 」진기 텔Ⅳ비전 “라마의 젠더기획 - 시대극 6아씨8를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1권 & ,0+,& dd(+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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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z 문헌 

 

3정기 p행물4 

~여성동아」&~여성동아」 ~의상」 ~직업여성」 

~매일경제」&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3단행본4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4 변화와 정체성』& 서울4 

 문학과학사& ,0++( 

고부자& 『우리생활 +00년 p 옷』& 서울4 현암사& ,00+( 

노지승& 『유혹가와 희생양&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표상』 서울4 예옥& ,003( 

김민수& 『,+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4 그린비& ,0+0(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편저&『~여원」연구 4 여성v교양v매체』& ,002( 

김성보 외 공저&『한국현대생활문화사 4 +300년대』( 파주4 창비 & ,0+0( 

TTTTTTTTTTTTT&『한국현대생활문화사 4 +310년대』( 파주4 창비( & ,0+0(  

김영옥&『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서울4 또하나의문학& ,00+( 

김용우 외 공저& 『(현대)광고디자인』& 서울4 고려의학& ,00/(  

김유경 외 공저& 『황홀한 앨범 4 옷으로 본 한국의 현대여성 +3.0-,0+/』& 서울4 

 눈빛& ,0+/( 

손미영 p이성희&『한국의 패션 저널리즘 4 미디어로 보는 패션의 역사와 경향』 

 서울4 지식의 날개 & ,0+0( 

성주현 외 공저& 『광고& 시대를 읽다』& 서울4 –산동아& ,001(  

신인섭 외 공저& 『한국광고사』& 파주4 나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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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숙 p 김병희& 『패션섬유소재』& 서울4 교학연구사& ,000(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4 매체를 본 근대여성 

 풍속사』& 서울4 한겨Ⅳ신문사& ,00/(  

이순홍 외 공저&『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4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4 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울4 서해문집& ,00.(  

이화형&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 -( 복식』& 서울4 국학자료원( & ,00/(  

장대련 p 한민희& 『광고론』( 파주4 학현사& ,000(  

전경옥 외&『한국여성문화사 ,』(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00/( 

TTTTTTTT &『한국여성문화사-』&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000( 

TTTTTTTT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00/( 

정기현& ~광고에 나타난 성별 묘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서울4 나남출판& +333( 

제일모직/0년사편찬위원회(,00.)(  제일모직 /0년사 4 +3/.-,00.( 

 서울4 제일모직(  

「경자 외 공저& 『현대여성백과사전4 의복& 미용』&서울4 삼중당&  +303(  

「호규& 『광고와 카피』& 서울4 신정& ,003( 

프로파간다편집부& 『칠십년대 잡지광고』& 파주4 프로파간다& ,0+-( 

한정신& 『한국 사회와 여성 교육』&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00/(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여원」연구 4 여성v교양v매체』& 서울4 

 국학자료원& ,002( 

롤랑바르트 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서 역& 『모“의 체계』& 서울4 동문선&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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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엔트위슬( 저& 「경희 역( 『패션화된 몸』& 서울4  한성대학교출판부& ,002& 

 dd(-+-o-+0( 

DUkUaifU& Yib]mU& 『?Ugh]cb-clc[m 4 Ub ]bhfcXiWh]cb hc fUgh]cb ghiX]Yg』& 

 HlfcfX5 GYkmcf_4 ;Yf[& ,000& dd(,0&,+( 

JcgUl]bX ;UllUghYf 외& 『OcaYbsg OcflXg4 BXYclc[m& ?Ya]b]hm& UbX hhY 

 OcaUbsg FU[Un]bY』& GYM IfYgg& +33+& d(++0( 

 

3학위 논문4 

김현주& ~+31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0-(  

김희정& ~남녀 화장품의 광고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  

안서영& ~아프Ⅳ걸s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3/0년대 한국 소비문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 

이옥분& ~한국자동차디자인의 역사연구 4 +3/0년대부터 ,000년대 후반까지」&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0( 

이하나& ~+310년대 한국의 이상적 여성상과 패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3( 

이혜정& ~+31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4 공부 경험과 

 자기성취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 

이호걸&~10년대 한국 여배우 스타덤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0( 

전혜진& ~미혼공장 여성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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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술 논문4 

강소연& ~+3/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2호& ,000(  

강유정& ~영화 6겨울여자8의 여대생과 10년대 한국사회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제,+권 ,호& ,0+/(  

고선희 ~근대화 」진기 텔Ⅳ비전 “라마의 젠더기획 - 시대극  6아씨8를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1권 & ,0+,( 

고은주&~여성잡지와 함께한 한국의 패션 광고」& 『여성과문화』& ,002(  

권현정& ~+310년대 근대 국가 논리 속에서 장려된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허상의 젠더성」&『한국문학논《』( 제1.권& ,0+0( 

김영옥& ~1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 제+2권& 

 ,00+( 

김영찬& 김종희& ~+300o+31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0권& ,0+,( 

TTTTTTTTTTTTT& ~+300년대 후반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적 패션과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제2권 ,호& ,0+,(  

김인숙 p 이명희& ~여성잡지 의류광고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의류학회』& 제-1권& +332(  

노지승&~+310년대 호스티스 멜로“라마 혹은 이주& 성노동& 저항의 여성 

 생애사」&『여성문학연구』& 제.+권& ,0+1( 

박수현& ~+310년대 소설의 여대생 표상 q 황석영& 조해일& 김주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권 +호& ,0+.( 

유정숙&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김진평의 로고타입 디자인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제1권 .호& ,000(  

이선미& ~+3/0년대 여성문화와 미국영화」& 『한국문학연구』& 제-1권&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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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TT& ~t여성u의 사회적 해석과 +310년 박완서 소설 - 《휘청거리는 오후》 

 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권& ,0+-( 

이민정& ~.(+3 혁명과 /(+0 군사 정변기의 이데올로기와 복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0권 /호& ,0+.( 

FUfm C(Lhcadgcb& ~GYbXYf ]b FU[Un]bY :XjYfh]g]b[ 4 K_]bg KYllg ;Ygh」& 

 『<lchh]b[ UbX LYlh]lYg JYgYUfWh CcifbUl 』 Nc(+2  Gc(-& ,000(  

  



 

 

 124 

부 록 

「여성동아l와「여성동아l)1./년~ )1/1년의 패션 광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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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XtWIKt 

 

5 DtuLy on tPM CMpWMXMntItion oN EoSMn in 

5L[MWtiXinO 7MXiOn in KoWMIn EoSMncX 

MIOIzinMX in tPM )1/(X 2  

5 9oKuX on 「EoSIn7onO5l InL 

「EoSIn<oonO5nOl 

 

EYY& KccC]b 

=Yg][b A]ghcfm UbX <ilhifUl KhiX]Yg 

LhY GfUXiUhY KWhccl KYcil GUh]cbUl Mb]jYfg]hm 

 

Lh]g fYgYUfWh U]ag hc UbUlmnY hhY fUgh]cb UXjYfh]gYaYbhg ]b hhY kcaYbsg 

aU[Un]bYg ]b hhY +310g& giWh Ug ~OcaUb =cb[:」 UbX ~OcaUb Cccb[:b[」& 

UbX ]bhYfdfYh hhYa ]b hhY gcW]Ul UbX WilhifUl WcbhYlhg( Bb hhY YfU& DcfYUb gcW]Yhm 

hUX gYYb hhY fUd]X [fckhh ]b hhY YWcbcam UbX kYbh hhfci[h hhY YldUbg]cb cf hhY 

WcbgiaYf aUf_Yh( Bh kUg hhY gYa]bUl dYf]cX ]b hYfag cf hhY fcfaUh]cb cf aUgg 

WilhifY ]b hhY acXYfb h]ghcfm cf DcfYU( Bb dUfh]WilUf& hhY hhfYY WUhY[cf]Yg cf 

kcaYb& fUgh]cb& UXjYfh]gYaYbh VY[Ub hc fcfa ]hg ckb X]gWcifgYg fYgdYWh]jYlm UbX 

YaYf[YX Ug WilhifUl U[YbXUg( Bb hYfag cf hhYgY hhfYY _YmkcfXg& hhY gcW]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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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YbcaYbU ]b hhY YfU WUb VY giaaUf]nYX Ug fcllckg4 ]bWfYUgYX fUhY cf kcf_]b[ 

kcaYb& YldUbg]cb cf fUgh]cb Wcbgiadh]cb ibXYf OYghYfb ]bfliYbWY& 

XYjYlcdaYbhg ]b UXjYfh]gYaYbh dfcXiWh]cb& UbX dcdilUf]hm cf diVl]W kcaYbsg 

aU[Un]bY( 

LhY fUgh]cb ]b hhY +310g kUg U WilhifUl YldYf]YbWY hhUh dfcj]XYX kcaYb 

k]hh cddcfhib]h]Yg hc UXjcWUhY hhY]f dfYfYfYbWYg UbX aU_Y U Whc]WY cf hhY]f ckb( 

Bb UXX]h]cb hc ]hg ]bhf]bg]W WhUfUWhYf]gh]Wg hhUh dfYWYXY UbX lYUX hfYbXg Uacb[ hhY 

diVl]W& fUgh]cb dfcXiWhg gh]ailUhYX kcaYbsg fUbhUg]Yg UbX XYg]fYg Vm WcaV]b]b[ 

k]hh hhY UaV]h]cb hc WUhWh id k]hh hhY OYghYfb hfYbX( Lhig& fUgh]cb 

UXjYfh]gYaYbhg dlUmYX U fclY cf WUhUlmgh hhUh X]ffYfYbh]UhYg fUgh]cb ffca chhYf VUg]W 

WcaacX]h]Yg UbX dcfhfUmg hhY ]aU[Yg UbX UaV]h]cbg kcaYb Ugd]fYX( Bb hh]g gYbgY& 

fUgh]cb UXjYfh]g]b[ ]aU[Yg hclX hhY jUliYg Ug h]ghcf]WUl UfWh]jY aUhYf]Ulg hhUh 

fYdfYgYbh hhY hUghY cf h]aY( Mbl]_Y hcXUm& kcaYbsg aU[Un]bYg kYfY U aYX]ia 

YUg]lm UWWYgg]VlY ]b XU]lm l]jYg UbX hUX U dckYffil ]adUWh cb fYUXYfgs l]jYg( 

<cbghUbhlm Vi]lX]b[ id ]hg X]gWcifgY& kcaYbsg aU[Un]bYg ]b hhY +310g dfcachYX 

gcW]Ullm ]XYUl kcaYb f][ifYg hc ]hg fYUXYfg( OcaYb fYUXYfg ibWcbgW]ciglm lYUfbYX 

UbX ]bhYfbUl]nYX hhcgY WYfhU]b ]aU[Yg cf kcaYb( OcaYb aU[Un]bYg kYfY hhY 

h][hlm ]bfliYbh]Ul aYX]ia cf hhY h]aY hhUh Wcbhf]VihYX hc hhY [YbXYf dYfWYdh]cb( 

FcfY gdYW]f]WUllm& fUgh]cb dhchc[fUdhg UbX UXjYfh]gYaYbhg kYfY hhY acgh ghf]_]b[ 

]aU[Yg hc fYUXYfg( 

Bb hhY +310g& Wlchh]b[ kUg bc lcb[Yf aYfYlm cbY cf hhY VUg]W bYWYgg]h]Yg cf l]fY 

UbX hfUbgfcfaYX ]bhc ]bXighf]Ul]nYX UbX aUgg-dfcXiWYX dfcXiWhg( GYk fUgh]cb 

ghmlYg fcf kcaYb& kh]Wh dfcdYflm gYfjYg hc gdYW]f]W h]aY& dlUWY& UbX cWWUg]cbg& 

kYfY WfYUhYX UbX UXjYfh]gYX ]b hhY YX]hcf]Ul fUgh]cb dhchc[fUdhm( LhYgY WhUb[Yg 

WUigYX hhY ]bhfcXiWh]cb cf bYk fUgh]cb WcbgiaYf WlUgg4 hcigYk]jYg& fYaUlY WcllY[Y 



 

 

 139 

ghiXYbhg& kcf_]b[ kcaYb( AcaY-kYUf dhchc[fUdhg fcf hcigYk]jYg& kh]Wh 

XYacbghfUhYX hhY]f fclY Ug hhY hcghYgg cf hhY fUa]lm& ]bWliXYX kcf_]b[ WlchhYg UbX 

ibXYfkYUf( Bh dfYgYbhYX hhY kcaYbsg Wcbf]bYX fclY ]b giddcfh]b[ fUa]lm aYaVYfg( 

?YaUlY WcllY[Y ghiXYbhg kYfY dfcachYX Ug fUgh]cb ]Wcbg UbX cVjYWhg cf Ybjm( 

<Uadig-kYUf kUg U g][b cf hhY gYbgY cf gidYf]cf]hm( 

Hff]WY-kYUf dhchc[fUdhm ]llighfUhYX kcf_]b[ kcaYb bch Ug ]bX]j]XiUlg& Vih 

Ug rcVjYWh]f]YX dfYgYbWY Uh U kcf_dlUWY(s Bb hhY lUhY +310g& bYk hmdYg cf cff]WY-

kYUf& ]bfliYbWYX Vm dckYf-XfYgg]b[ hhYcfm ffca hhY Mb]hYX KhUhYg& VY[Ub hc 

UddYUf ]b hhY aU[Un]bYg( :lcb[ k]hh ib]gYl ghmlY UbX V][ lcc_& kh]Wh kYfY ibXYf 

hhY ]bfliYbWY cf fYa]b]ga hhYcfm& hhYm fYflYWhYX hhY acjYaYbhg hckUfXg [YbXYf 

YeiUl]hm hhfci[h fUgh]cb( 

LhY aU]b WhUfUWhYf]gh]Wg cf fUgh]cb UXjYfh]gYaYbhg ]b ~OcaUb 

=cb[:」& ~OcaUb Cccb[:b[」 ]b hhY +310g kYfY hhY dhchc[fUdhg WYbhYfYX cb 

fYaUlY acXYlg UbX hhY UddYUfUbWY cf U jUf]Yhm cf VfUbX lc[cg( :XjYfh]g]b[ Wcd]Yg 

WUb VY WUhY[cf]nYX ]bhc hkc fcfag4 fUh]cbUl hmdYg UbX Yach]cbUl cbYg( JUh]cbUl 

Wcd]Yg kYfY WlUgg]f]YX ]bhc fcif hmdYg4 rbYk hYWhbclc[m&s fibWh]cbUl]hm&s 

rgYUgcbUl]hm&s UbX r[lcVUl Yldcfh(s >ach]cbUl Wcd]Yg jUf]YX ]b aYggU[Yg4 rfcaUbWY&s 

rmcihh&s r]bX]j]XiUl]hm&s rX][b]hm&s lilifm(s 

JYgilhg cf UbUlmg]g cb hhY fYdfYgYbhUh]cbg cf fYa]b]b]hm ]b hhY kcaYbsg 

fUgh]cb aU[Un]bY UXjYfh]gYaYbhg UfY Ug fcllckg( ?]fghlm& hhY acgh dfYXca]bUbh 

XYd]Wh]cb cf kcaYb kUg fUgh]cb WcbgiaYf4 hcigYk]jYg& fYaUlY WcllY[Y ghiXYbhg& 

kcf_]b[ kcaYb( Bh kUg ]XYbh]f]YX ffca hhY j]giUl ]bjYgh][Uh]cbg ]b hYfag cf 

acXYl]b[& cVjYWh X]gdlUm& ghcch]b[ lcWUh]cb UbX g]a]lUf]h]Yg k]hh d]Whcf]Ul Ufh]WlYg( 

LhY gYWcbX acgh Wcaacb kUm cf XYd]Wh]cb kUg raYhfcdcl]hUb kcaYb(s : fUb[Y 

cf ifVUb lcWUh]cbg cf WcbgiaYf dfcXiWhg gmaVcl]n]b[ acXYfb l]fYghmlYg l]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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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UfhaYbhg& hchYlg& UbX WUfg UddYUfYX ]b hhY UXjYfh]gYaYbhg( : biaVYf cf 

UXjYfh]g]b[g UfY XYd]Wh]b[ kcaYb Ybjcm]b[ giadhicig lY]gifY UWh]j]h]Yg ]bWliX]b[ 

hYbb]g& hcfgY-f]X]b[& cdYfU& aig]WUl ]bghfiaYbh( EUghlm& hhY hh]fX ]aU[Y cf kcaYb 

]g rfcaUbWY dUfhbYf(s Bb hhY +310g& ]h VYWUaY Wcaacb dfUWh]WY hc dcfhfUm 

kcaYbsg lcjY l]fY ]b fUgh]cb UXjYfh]gYaYbhg( ?cf ]bghUbWY& hhY fUgh]cb ]bXighfm 

UXUdhYX fcaUbWY acj]Y gWYbYg ]b hhY UXjYfh]gYaYbhg Ug j]giUl hUWh]Wg( 

OcaYbsg dcfhfUmUl ]b fUgh]cb aU[Un]bY ]llighfUhYg hhY gcW]Ul fibWh]cb cf 

fUgh]cb [c]b[ VYmcbX XU]lm bYWYgg]h]Yg( AckYjYf& ]hg fUWYh X]ffYfYX Vm 

[YbXYf(  OcaYb fUgh]cb kYfY WcbgiaYX Vm aYb Ug ]aU[Yg cf gYliUl 

cVjYWh]f]WUh]cb( Hb hhY chhYf hUbX& ]h YbWcifU[YX U WlUgg X]gh]bWh]cb VYhkYYb 

kcaYb( ?Ugh]cb UXjYfh]g]b[ fibWh]cbYX Ug U fYdfYgYbhUh]cb cf U WYfhU]b WlUgg UbX 

dcfhfUmYX gidYf]cf]hm U[U]bgh chhYfg( ?ifhhYfacfY& hhYgY UXjYfh]gYaYbhg ]Wcb]nYX 

gdYW]f]W ]XYbh]h]Yg cf kcaYb& kh]Wh kYfY fUf ffca hhY fYUl]hm cf hhY aUjcf]h]Yg cf 

hhY kcaYb cf hhY h]aY UbX WUhYfYX hc hhY XYg]fY cf mcib[ kcaYb khc aUm hUjY 

hcdYX hc VY cbY cf hhYa( EUghlm& kcaYbsg ]XYbh]h]Yg kYfY WcbWliXYX hc hhY hUf[Yh 

cf fcaUbWY UbX ]h gYfjYX hc hhY [YbXYf X]Whchcam YbfcfWYX Vm hhY Uihhcf]h]Yg( 

  

KMywoWLX2 )1/(X, InLuXtWiIRizItion oN NIXPion, 9MSIRM KonXuSMW, 9IXPion 

IL[MWtiXMSMnt, 9IXPion pPotoOWIpP, CMpWMXMntItion oN wo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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