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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he 6･25 Korean war might affect the change of the costume of the
Korean men and women before and after the war respectively. The method of the study started by the
examining the western style of clothing before and after the 1950 through the retrospective research of
the costume history after the review of the resources about the Korean war. By the pictures taken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influences of the Korean war to Korean costumes was elucidated with
qualitative analysis about them. The results are like these. Before the war, in men’s wear, the eastern and
western mixed pattern of the costumes were observed, for example, the tailored suit of the western types,
Chinese Mao suit, Japanese school uniform style, and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During the
Korean war, the people wore the Hanbok, and the public officials tend to take western style costumes.
After the war, military uniform was taken by people with repair, thanks to charities from the America
and Europe, also from the smuggling, sometimes ones of the deep colored dyeing. After the war, the
women wore the clothes of Hanbok more frequently than the men in its proportions. During the war, the
Mompae of the simply designed loose pants, and the sweater were also observed. After the war, the
government driven new life movement made the Hanbok be simple, resulting in short Chima in length,
the shortening of the Jeogori and without breast strings while the western style in women were also
relatively prevalent, due to the aids from the other countries though these were more limited in women
than in men. These were also same in the children, I.e. the girls tend to wear the Hanbok, and boys wear
the western styles. The orphans of the war tend to wear the western style of the costumes due to the
aids from the wester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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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 : 2017. 10. 30., 심사완료일 : 2017. 12. 11., 게재확정일 : 2017. 12. 14.

- 23 -

구(유수경, 1989), 해방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에 관한

Ⅰ. 서 론

연구(유경숙, 1996), 몸빼의 보급과 확산 과정에 관한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를 35년 동안 강점 통치하였

연구(윤주리, 2011), 1954~1955년 미군 기록 사진을

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한국에서 철수하자 한

통해 본 한국패션에 관한 연구(조우현 외, 2015)로 6･25

국의 서민들은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

전쟁을 통해 변화된 한국 복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었다(길광준, 2005).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후 혼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25 전쟁 전후 한국의 남･

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련과 미국의 힘겨루기

녀 복식 변화를 고찰하여 전쟁이 복식에 미친 영향을 살

결과 남북이 나누어지는 분단 사태를 맞았고, 급기야

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전쟁관련 단행본과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국전쟁에 대해 고찰한 후, 복식

6･25 전쟁은 처음에 남과 북의 대립인 내전으로 시작

사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되었지만 발발 직후 국제전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국

전후의 서양 패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6･

제연합의 기치 아래 미국군을 포함한 16개국의 병력을

25전쟁 전･후 사진자료 216점을 수집하고 정성적으로

모아 북한군의 남침에 맞섰고, 일본은 유엔군의 배후기

분석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국인 의복 착용의 변화

지가 되었다. 점차 북한이 불리해지자 중국 인민지원군

양상 및 한국 남성과 여성의 의복 착용 변화의 차이점을

이 참전하였고 소련은 이를 후원하였다. 양진영의 치열

고찰하였다. 연구범위는 1920년대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한 전쟁은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채 3년 만에

1959년까지로 제한하였다.

막을 내렸다(역사문제연구소, 2010). 6.25 전쟁은 해방
이후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타격
이 되었다. 특히 넓은 부지에 대규모 설비를 갖춘 면방

Ⅱ. 6･25 전쟁 전･후의 사회적 배경

직공장들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 면방
직 공장들은 핵심설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적으로

1. 사회적 배경

는 약 70%의 설비가 피해를 입었다(서문석, 2009).
이처럼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으로부터
의 광복 이후 국가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으로, 민족 간 대립을
넘어 국제전 양상을 보이며 개인은 물론 민족, 세계 여
러 국가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전쟁 역시 사회적 변
화를 수반하였고, 특히 복식에 있어서 1950년대 전쟁을
전후한 한국 복식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복식
사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1950년대 가정개량론과 소비통
제를 중심으로 한 신생활운동에 관한 연구(김은경,
2009), 근대이후 여성 생활 한복의 특징 및 변천에 관
한 연구(김미진 외, 2005), 한국복식문화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박찬부 외, 1994)와 1945~1960년대 우리나
라 여성 복식의 변화에 미친 요인 연구(박길순, 1993),
1950~1980년대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에 관한 연
구(선우은주, 1994),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최대 규
모의 전쟁으로 1950년 6월에 발발하여 1953년 7월에 휴
전할 때까지 3년여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 전쟁은 한반
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을 돕기 위하여 미
국을 위시한 유엔 가맹국 16개국이 참전하고, 북한을 돕
기 위하여 소련과 중국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의 일이었고, 동서의 냉전을
한층 더 심화시킨 사건이었다. 전장(戰場)은 한반도였지
만, 전쟁의 파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전적인
성격을 띠었다(이하우 외, 2010).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라는 냉전체제의 극한의 대립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10).
당시의 국제 정세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 한때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
쳐지기도 했으나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
련에 의해 분할점령 되었다(하영선 외, 2007). 사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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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 자체에 대해 큰 관심과 이해관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그

를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잠재적 경쟁세력으로

직후 미･소 양군이 북위 38도선을 끼고 한반도를 점령

인식하게 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전체가 상대

했다. 그 후 이 분단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채 1948년

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

이러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가 바로 한반도의 분할

부가 수립됐다(다나카 히로시 외, 2007). 한국인들은 분

점령이었던 셈이다(하영선 외, 2007).

단을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통일이 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공포되어, 냉

루빨리 되기를 바랐다. 또 남과 북의 정부는 한반도에는

전은 동아시아에서 언제라도 열전으로 바뀔 수 있었다

하나의 정부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사

(서중석, 2007). 미국에서는 중국공산화가 소련의 핵실

회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는 전쟁에 의한 통일을 선호

험 성공의 충격과 겹쳐지면서, 소련이 세계 어떤 지역으

하였다(서중석, 2007). 1950년 초 김일성이 개전결정을

로도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내릴 때 재북 남로당지도자들과의 상당한 갈등관계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있었으며, 빈약한 김일성의 정치기반이 이들로부터 도전

막대한 국방재원이 소요되는 이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을 받았다는 증후가 있다. 김일성은 물론 국제정세가 유

종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리하고 스탈린의 양해를 받아 단기속결전(短期速決戰)

수 없었다(하영선 외, 2007).

에 의한 남한적화의 가능성을 계산했지만, 성공시 통일

한편,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 지리

의 결과는 기실 그가 주도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

적 완충지대로 생각했다. 이처럼 완충지역 확보를 위해

에 통일 후 정치기반의 확립은 물론 남로당세력의 흡수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및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영향요인으로

이는 북한과의 특수한 양국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황병무, 1986).

전략적 이해의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완충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은 38도선을 넘어

지역으로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연철

남침했다. 북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 소련과 중국의 동의

외, 2009).

가 필요했다. 소련의 스탈린은 1949년까지는 북이 전쟁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

을 일으키는 데 찬성하지 않았으나, 1950년 4월에 전쟁

면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 팽창은 현실적이

에 동의하면서 중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해 5월

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하영선 외, 2007).

에 중국도 전쟁에 동의하였다. 그때까지 북에는 중국 전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세계정복을 위한 행동의

선에서 싸웠던 조선인 군대가 4개 사단 정도 들어와 있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이 전쟁은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어서 국군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미국이 신

대처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이

속하고 전면적으로 참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강경노선으로 선회시켜 소련

(서중석, 2007).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냉전’은 ‘분

지도자들에게 자유세계에 대한 공산주의의 침공이 이익

단’을 동반한 것이어서 그 강도나 성격이 유럽과 달랐

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다. 또한 서방

다. 제헌헌법 제정 이후 6개월 만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동맹국을 단결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봉쇄정책의 기

과 이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법률은 ‘분단’이라는 예외

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게는 다행이었다

상황을 전제로 하였으며, 한국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선

고 할 수도 있다(장호근, 2007). 이와 같이, 1950년 남

포된 ‘비상사태 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

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세계 공산주의의 전반적인 공

령 긴급명령 제1호)은 이런 예외상태를 법제화하였다.

세의 일환으로,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미국의 결의와 국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채 ‘휴전’이 되었고, 이후 지속된

제연합의 의지에 대한 시험으로 해석된다(존 베일리스

분단 상태에서 한국 국민들은 계엄과 비상사태에 자주

외, 2006).

노출되었다(정근식 외, 2016). 경제적으로는 식민지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에 일본인들 소유의 공장들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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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敵産)으로 접수되었다. 미군정은 이 적산 중에서 소

의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2차 대전 중에는

규모 가옥이나 농지들을 불하(拂下)하였지만 대규모 공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된 미국이 패션의 중

장들은 불하를 한국정부 수립 이후로 미룬 채 관리인을

심지 역할을 하면서 기성복 산업의 급격한 발달을 가져

두어 관리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시하의 의류

왔다. 오랜 전쟁에 지친 여성들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서 돌아온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가정으로 복

중심으로 ‘긴급재건계획’이 수립되었고 면방직공업 관련

귀하면서 장식성이 강하고 곡선미가 두드러진 여성적인

설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휴전 이후 1950년대 중반

복식이 등장하게 되었다(김영옥, 1996).

에는 면방업계의 설비수준은 한국전쟁 이전수준으로 회

두 번의 전쟁과 경제 대공황으로 패션 산업은 침체되

복되거나 오히려 전쟁 이전 수준을 능가하였다. 한국은

었지만, 나일론의 개발로 실크 스타킹 대신 나일론 스타

대외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원

킹이 등장하였으며 가방에 사용되던 지퍼가 의복에도

조의 도움 없이는 경제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

일반화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파리는 패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원조를 감소시키기

션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오트쿠튀르(Haute

시작하였고, 1957년에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couture)를 부활시켰으며, 1년에 두 번씩 파리에서 정

Fund)을 설치하면서부터는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

기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세계 패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무렵에 활동한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서문석, 2009).

크리스찬 디올, 가브리엘 샤넬(Gabriel Chanel), 크리
스토벌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등이 있다

2. 1940~1950년대 서양 패션
한국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세계는 20세기에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한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1918, 2차 세계대전은 1939-1945로
시기적으로 근접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전쟁에 나
간 남성을 대신하여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권리가 신장
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중시되는 민주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신장된 여권으로 인해 여성들의
복장도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로 변화하는 등 복
식문화가 변화되었다(김영옥, 1996).
1, 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여성복의 근대화 과정 중
하나는 복식에서 성별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극단적인
계급 차이에 대한 편견이 제거되는 것이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자연스럽게 착용하
게 된 활동적이고 간편한 작업복을 통해 남녀 공통의 의
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고, 2차
대전 이후의 여성의 바지 착용은 의복에 있어서 성차를
획기적으로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복의 심
미성 보다 기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의복의 사
회적 계급차가 줄어들었다. 또한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섬유를 개발한 결과 나일론과 같은 새로운 합성섬유가
개발되었고, 이는 기능적인 속옷, 스타킹 등에 사용되어

(배수정 외, 2016).
패션 잡지들은 파리 컬렉션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
했고,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업체들은 이 패션
잡지에 소개된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여전히 가정에서 의복을 제작하였던 여성들은 버터릭
(Butterick), 심플리서티(Simplicity) 같은 종이 옷본 업
체들이 한 해에 두 차례씩 제공하는 최신 디자인을 사용
하여 의복을 제작하였다. 패션 잡지인 보그(Vogue)
역시 최신 유행 디자인의 옷본을 제공하였으며, 파리 패
션디자이너의 패턴을 게재하여 독자들이 가정에서 활용
하게 하였다(밸러리 맨더스 외, 2003).
파리가 고급 맞춤복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한 반면,
미국은 기성복 업계를 주도하였다. 전쟁 피해가 적었던
미국의 생산 라인은 설비 개발과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이윤을 증대시켰다. 이 무렵 미국과 유럽의 물리
적 거리를 좁힌 대서양 횡단은 ‘제트족’을 탄생시키면서
패션 트렌드의 전파 속도에 가속을 붙였다(배수정 외,
2016). 특히 스포츠웨어에 경험이 많은 미국 업체들은
스포츠웨어 및 캐주얼웨어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알파벳 라인 시대가 끝나고 여
성스럽고 우아하며 성숙한 분위기는 점차 젊은 층을 대
상으로 하는 발랄하고 활동적인 영 패션(young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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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1950년대의 패션은 매스미디어

용하여 착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사회 계층과 연령층을 망라하여

이는 여성복 보다는 남성복에 서양복의 영향이 미쳤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짧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2>의 가운데 인물은 서재필

시간 내에 전 세계 곳곳에 패션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

박사로 양복 슈트 차림이고, 왼쪽은 독립운동가 김규식

다(배수정 외, 2016). 이 시기 한국에서는 1945년 일본

으로 색이 있는 한복 두루마기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으로 부터의 독립에 이어서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

있다. 특히 오른쪽의 인물은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으면서 의복에도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breasted) 재킷에 중산모와 나비넥타이까지 착용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멋을 부린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전쟁 중에도 이러한 한

Ⅲ. 6･25전쟁 전･후 한국인의 복식 변화

복과 서양복의 혼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1. 남성 복식
1945년 해방 후 미군의 주둔과 군정, 해외동포의 귀국
으로 일부에서나마 복식의 서구화가 시작되었다. 이 무
렵 영국산 복지로 양복을 지어 입은 마카오신사가 첨단
패션을 표현하는 멋쟁이로 인식되어 부유층 남성들 사
이에서 유행했다(최경자, 1999).

<그림 1> 김구 선생과 동지들, 1946

6･25 한국전쟁 전인 1940년대 한국 남성들은 여성에

-백범김구 사진자료집 p.202

비해 서양복 차림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46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그림 1>에 제시된 남
성들은 셔츠와 넥타이, 양복바지에 테일러드 재킷 혹은
중국의 중산복(中山服), 일본식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앞줄의 김구 선생은 단정한 양복차림에 코트까지
세트로 착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의 김
구 선생은 한복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착용한 모습
을 하고 있어서 서양복과 한복이 혼용되어 착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앞줄의 소녀들은 모두 한복을 착

<그림 2> 서재필 박사와 김규식, 1946

용한 반면 뒷줄의 소년들은 한복 혹은 서양식 교복을 혼

<그림 3> 김구 선생, 1947
-백범김구 사진자료집 p.331

<그림 4> 미군과 시민들, 1950
-한국전쟁사진의 역사사회학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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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3년 p.55

<그림 5> 미군을 환영하는 시민들, 1950
-한국전쟁사진의 역사사회학 p.163

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흰색의 바지, 저고리와 조끼를 착
용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의 남성은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 갓을 착용한 한복 성장의 예를 보여준다. <그
림 5>는 미군을 환영하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모습으로 <그림 4>와는 달리 셔츠와 바지, 점퍼, 재킷 등
의 서양복 차림이 대부분이다.
또한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그림 6>, <그림 7>과 같
이 더러움이 눈에 잘 띠지 않도록 진한 색 의복을 주로
<그림 8> 미군과 소년

착용하여 전쟁 중 제대로 세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사진으로 읽는 한국전쟁 p.412

보여주고 있다. <그림 7>과 <그림 8>은 전쟁고아의 모습
으로, <그림 7>의 아이들은 구호품인 서양 스웨터를 착
용하고 있으며 <그림 8>의 아이들은 서양식 군복을 줄
인 옷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 전 서양 복식의
영향을 받은 계층이 지도층이거나 부유층인 것과는 대
조적으로, 6･25 전쟁 중에는 오히려 전쟁고아가 연합군
의 영향을 받아 구호품으로 서양복을 착용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9> 1959년 서울
-http://www.yonhapnews.co.kr/

전쟁 후 남성들은 주로 <그림 9>와 같이 양복을 착용
하거나, 군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하였는데 민간인의 군복
착용이 치안상의 문제가 되자 진한 색으로 염색하거나
재단을 달리하여 고쳐 입도록 권고 받았다. 그러나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사례
도 많았다. 주로 카키색 위에 염색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그림 6> 피난민, 1951

검정색이나 진한 남색 등 어두운 계통의 색으로 염색되

-한국전쟁사진의 역사사회학 p.187

었다. 이는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선택
되었는데, 전쟁을 겪으며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
하게 된 색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조우현 외, 2015).

2. 여성 복식
6･25 전쟁 전, 여성들에 관한 자료는 한복차림이 대부
분인데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서와 같이 긴
옷고름이 달린 허리길이의 저고리에, 종아리 길이 혹은
<그림 7> 한국 소년, 1951
-사진으로 읽는 한국전쟁 p.413

발목 길이의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저고리의 색상은 흰
색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며 치마는 저고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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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김구 선생과 여성들, 1946
-백범김구 사진자료집 p.211

<그림 13> 전쟁 중 한국여성, 1950
-사진으로 읽는 한국전쟁 p.96

<그림 11> 김구 선생과 아이, 여성들, 1946

<그림 12> 김구 선생과 여성들, 1946
-백범김구 사진자료집 p.281

-백범김구 사진자료집 p.265

<그림 14> 연합군과 한국여성, 1950

<그림 15> 미군과 여인들, 1951

-사진과 함께 보는 6.25전쟁-하 p.13

-한국전쟁사진의 역사사회학 p.197

흰색의 사용 빈도가 낮고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그림
12>에 제시된 것처럼 겨울에는 남녀 모두 외투로 두루
마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두루마기의 색상은 대부분 유
색을 착용하고 있다.
전쟁 당시 여성 복식은 전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림 13>, <그림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약간 짧아진
한복 저고리에 긴 고름이 달린 전쟁 전과 유사한 한복을
착용하고 있다. 색상도 전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남･

<그림 16> 전쟁 중 여학생들, 1951
-사진과 함께 보는 6.25전쟁-하 p.297

녀 대부분 흰색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치마는 유색
의 빈도가 저고리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15>에서는
미국 군인의 군복 위에 착용한 두꺼운 코트와 대조적으

적극 가담해야했던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 노

로 얇은 치마, 저고리를 착용한 한국 여인들을 볼 수 있

동복으로 착용했고 이후 적극 수용되었다는 점과 일부

는데, 이는 보온용 겉옷 착용이 어려웠을 당시의 상황을

일치한다. 조우현과 김미진(2015) 역시 이 시기 여성복

짐작케 한다. 또한 앞줄의 머릿수건을 착용한 여성은 서

식 중 가장 큰 특징은 일상복으로 몸빼를 착용한 것이라

양식 스웨터에 몸빼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윤

고 한 점도 이와 일치한다.

주리(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쟁 당시 몸빼가 전시

<그림 16>은 전쟁 중 여학교의 모습으로 학생들은 흰

복으로 착용이 장려되었다는 것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색 서양식 세일러복 상의에 검정색 치마, 운동화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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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나이든 여성들이 쪽진 머리에 한복 혹은 몸
빼와 고무신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형태는 종교적 지원을 받는 학교 설립기관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러한
단정한 서양식 복식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선교 혹
은 해외단체의 지원이 아니고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즉, 전쟁으로 인한 서구의 영향으로 여학
생의 교복이 상당히 서양식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쟁 직후 여성 복식은 조우현･김미진(2015)의 연구

<그림 17> 명동거리, 1959
-http://photo.chosun.com/

에서 다룬 것과 같이 미국문화와 구호품의 영향을 받았
고, 이후 서양복 착용이 가속화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전반적인 한국복식의 발달은 둔화되었다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림 17>은 1959년 명동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
으로 서양식 의복을 차려입었다. 같은 해 <그림 18>의
지방 양재학원 졸업식에 참석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의

<그림 18> 양재학원 졸업사진, 1959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http://www.yasinmoon.com/

<표 1> 6.25 전쟁 전･후 남성과 여성의 복식 변화

전
쟁
전

전
쟁
중

전
쟁
후



휴
전

남성복식

여성복식

특징

･한복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착용
･셔츠와 넥타이, 양복바지에 테일러드 재

･한복차림이 대부분
･여성 복식의 구성은 치마, 저고리를

･남성복에서 서양복의 영향
이 더 빠르고 넓게 전파

킷 혹은 중국의 중산복(中山服) 착용
･남학생들은 한복 혹은 서양식, 일본식 교
복 착용

입고 겨울에는 두루마기 착용
･(긴 옷고름이 달린 허리길이의 저고
리, 종아리 길이 혹은 발목 길이의

･서양복과 한복이 혼용되어 착용됨
･서양 복식의 영향을 받은 계층은 지도층
이거나 부유층

치마 착용)
･여학생들도 한복 착용

･한복과 서양복의 혼용 유지
･서민들은 흰색의 바지, 저고리와 조끼를

･약간 짧아진 한복 저고리에 긴 고름
이 달린 전쟁 전과 유사한 한복 착용

･한복과 서양복의 혼용 유지
･구호품인 서양식 의복 착용

착용
･관공서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셔츠와 바지,
점퍼, 재킷 등의 서양복 차림이 대부분

･방한용 두루마기를 입은 경우가 거의
없고, 대신 개량복인 몸빼와 서양식
스웨터 착용

･군복 착용
･여학생의 교복이 서양식으
로 변화됨

･전쟁고아들은 구호품인 서양식 의복과 서
양식 군복을 줄인 옷 착용

･여학생들은 흰색 서양식 세일러복 상
의에 검정색 치마, 운동화 착용

･미국과 유럽의 구호품, 군 밀수품의 영향

･구호품의 영향으로 전쟁 전 보다는

･서구의 사치 풍조가 확산

으로 군복을 고쳐 입거나 진한 색으로 염
색한 재활용된 서양복 착용

서양복의 착용이 증가
･의복간소화와 국산품애용, 한복개량
과 양장의 상용화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
였으며 이는 여성복식에 한
정된 매우 성차별적인 방
식으로 전개



- 30 -

전후 1950년대는 신생활운동이 정부 주도로 전개 되

복의 사례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전쟁 중에 서민은 대부

었는데, 이는 ‘전후 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근대화

분 한복을 착용하였고 공무원은 서양복을 착용한 사례

운동으로 소비통제적인 가정개량운동’이었다. 주로 의복

가 대부분이었다. 전쟁 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구호품, 군

간소화와 국산품애용, 한복개량과 양장의 상용화 등 전

밀수품의 영향으로 군복을 고쳐 입거나 진한 색으로 염

후 물자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서

색한 재활용된 서양복을 착용하였다.

구의 사치 풍조가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둘째, 여성복식은 전쟁 전 남성에 비해 한복 착용의

이는 여성복식에 한정된 매우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전

빈도가 높았다. 여성 복식의 구성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전쟁 중에도 유사하였으

개되었다(김은경, 2009).
결과적으로 전쟁 전･후 한국인의 복식은 절대적 물자

나, 전쟁 중에는 의복의 결핍으로 방한용 두루마기를 입

결핍으로 인하여 서구에서 유입된 구호물품, 군수물자,

은 경우가 거의 없고, 대신 개량복인 몸빼와 서양식 스

밀수품 등의 유입과 피난의 경험으로 의복의 활동성과

웨터를 착용한 사례가 있었다. 전쟁 이후 정부 주도의

기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로, 한복과 양장의 혼

신생활운동의 전개로 한복이 간소화 되어 치마 길이와

재에서 점차 양장중심으로 복식이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폭, 저고리 길이, 옷고름이 짧아지고 남성복에 비하여 서

모습을 보여준다. 남･녀 모두 한복과 서양복을 혼용하여

양복의 착용이 제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호품의 영향

착용하였고, 특히 남성복에서 서양복의 영향이 더 빠르

으로 전쟁 전 보다는 서양복의 착용이 증가하였다.

고 넓게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서양복 차림이

셋째,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

낮게 나타난 것은 남성의 양복 착용을 국가에서 공식적

였으나 여자아이 들은 대부분 한복을 착용한 반면 남자

으로 허용하고 근대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장려한 반면,

아이들은 서양복을 착용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 역시

여성들은 전후 사치규제에 초점을 맞춘 생활개선운동의

남성은 서양복 착용이 장려된 반면 여성들은 간소화된

영향으로 개량하여 간소화한 한복을 착용하게 장려한

한복을 착용하기를 권장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양식 화장에 서양복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

차림은 양공주, 한복 착용은 여염집 규수를 의미하는 사

고아의 경우 다른 아동에 비해 구호품의 영향을 받아서

회적인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복 착용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넷째, 복식에 사용된 색채는 전쟁 전에는 흰색의 비율
이 높았고,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 착용 비율이 더 높았
다. 여성의 경우 저고리에 비해 치마는 유색이 비율이

Ⅴ. 결 론

높았고, 겨울용 외투는 남, 녀 구분 없이 유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쟁 이후에는 군복을 진한 색으로 염색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6･25 한국전쟁이 한국복

하여 착용한 것 때문에 남색, 검정색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한국전쟁은 미국, 중국, 소련 및

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

연합군이 참전한 국제전이었고, 참전국 중 미국의 영향

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복식은 한국전쟁 이전에 서양식 테일러드

을 크게 받았다. 한국전쟁 중 미국 본토에서 조달된 풍

슈트, 중국식 중산복, 일본식 교복, 한복을 착용하고 있

부한 의류 군수품이 미군 부대를 드나드는 한국인들에

었다. 복식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복은 바지, 저고리에 조

의해 밀매되었고, 한국인들이 미군용품을 선호하게 되면

끼 또는 두루마기를 입거나 서양식 양복 차림에 나비 혹

서 전쟁 후에도 남이 입던 구제 군복일지라도 한복보다

은 매듭넥타이를 매고 테일러드 재킷, 코트를 착용하였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특히 서양복

다. 일본의 잔재인 일본식 교복과 이를 활용하여 디자인

착용이 권장되었던 남성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

한 중국의 중산복도 나타나는 등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성복식에 비해 변화가 적었던 여성복식은 전쟁 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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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服飾, 22(-), 23-43.

부 주도로 전개한 신생활운동의 영향으로 여전히 변화
의 폭이 적었으나, 서양식 스웨터와 몸빼는 당시 서민

배수정･백정현･오현아(2016). 현대 패션과 서양복식문
화사. 수학사.

여성들의 대표적인 의복이 되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백범학술원･백범김구기념관

양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2012). 백범 김구 사진자료집. 백범김구선생기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여성복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사업협회･백범학술원･백범김구기념관.

한국전쟁으로 인한 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
황에서 6･25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국 남･녀 복식의 변

밸러리 멘더스･에이미 드라 헤이, 김정은 역(2003). 20
세기 패션. ㈜시공사.

화를 고찰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전쟁 전･후 복식관련 자료가 미비

서문석(2009). 해방 이후 한국 면방직산업의 수출체제

하여 전쟁 후 1950년대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형성. 경영사학, 24(2), 137-162.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선

서중석(2007).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복식 변화에 대해 후속연구가 이

선우은주(1994).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에 관한 연
구: 1950~198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학위논문.
역사문제연구소(2010).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한국, 동서독,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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