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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30년대 여성잡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식 명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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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omen's Garments 

Terminologies from 1910s to 1930s through the Women's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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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 comparative research study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omen's garments from the 1910s
to 1930s. It focuses on the articles and advertisements of Korean women's magazines and American women's magazines.
The Korean women's magazines investigated are 신여자[Siyeoja], 신가정[Singajung], 부인[Buin], 신여성[Sinyeosung],
and 여성[Yeosung]. The American woman's magazine investigated is Ladies' Home Journal. This paper explores the dif-
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garments that appear in these magazines. There is little evidence about women's
clothing in Korean women's magazines while the American women's magazine includes a lot of information about
women's dress and life. Korean women usually wore Korean traditional costumes with traditional terms like Chima and
Jeogori but they wore western shoes, stockings, shawls, umbrellas, and some clothing with western materials such as
lace, velvet, and rayon with borrowed words. These western accessories and some clothing materials like lace and rayon
were the same fashion in America. So, Korean women wore traditional and western clothing together while American
women wore clothing influenced by Paris fashion. American women wore various pieces of clothing like suits, frocks,
coats and sportswear with undergarments. There were also lots of advertisements about women's under garments and
sportswear which was different from Korean women’s clothing during the period.

Key words : American women's magazines(미국 여성 잡지), garments terminologies(복식 명칭), Korean women's mag-
azines(한국 여성 잡지), women's garment(여성 복식)

1. 서 론

1910년대에서 30년대 여성들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가정

안에서 사회로 점차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고, 이는 복식

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의복의 경계가 무

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로서(Truc, 1941),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과

당시 세계전쟁, 경제공항 등에 의해 사회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

은 보다 편리한 의상들을 착용하게 되고, 일본, 중국 등의 아시

아 지역에서는 서양의복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변형한 의복들이

점차 확대되어갔다(Jeon & Kang, 2008; Kim & Kang, 2009). 

이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타국에서와 같

이 신여성으로 불리는 여성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서구문화의 한 모델이었던 미국의 문화를 직

접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Kim, 2006b). 실제 당시 신문 잡지

등에 기록된 여성복식의 명칭에는 영어에서 받아들인 외래어가

확인되어 당시의 복식 현황을 예측할 수 있다(Kim, 2010b). 특

히 이들은 서구 사상과 함께 서구의 복식 문화를 받아들여 우

리나라 복식의 근대화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미국

에서는 1910년대 깁슨걸, 플래퍼 등 매체 속에서 근대화된 여

성의 모습과 그 복식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당시 여

성들의 복식에 변화를 가져왔고(Banner, 1983), 서서히 다른 국

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당시 여성 복식의 현황과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신문, 잡지 등의 매체가 있다. 특히

여성잡지는 미국에서는 꾸준히 발간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는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두 나라의 잡지

의 형태, 발달상황 내용 등은 다르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는 발행의 취지가 같아서 이는 비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각의 잡지에 실린 복식관련 삽화와 광

고, 기사에 실린 명칭 등은 각 나라의 여성복식 현황을 확인하

고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에 비해 여성교육이 확대되고 여성잡지

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교양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던 1910년

부터 1930년대에 한국 여성복식에 있어 서구화의 한 모델이었

던 미국의 여성복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 차이점과 유사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Tel. +82-2-2164-4320

E-mail: emilymaum@gmail.com



1910-1930년대 여성잡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식 명칭의 비교 367

점이 있는지를 여성잡지의 기사와 광고에 기록된 복식명칭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각 나라의 여

성복식의 차이와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명칭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을 타 복식문화와의 비교

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시대별 변화를 확인하고자 1910년대에서 30

년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여성잡지를 선별하

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복식명칭들을 발췌하여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한국의 여성잡지는 1910년대부터 꾸준히 발행된 하나

의 잡지가 없기 때문에 각 시기에 발행된『신여자(新女子)』,

『부인(婦人)』,『신여성(新女性)』,『신가정(新家庭)』,『여성

(女性)』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미

국의 여성잡지는 1883년 발행이후 현재까지도 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잡지인『Ladies' Home Journal』을 중심으로 하

여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에

실린 복식 관련 자료를 중심 한국의 여성잡지에서 복식관련 자

료와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한국과 미국의 여성잡지를 시기별로 분

류하고 각 잡지에 실린 여성 복식명칭을 품목별로 수집하고 분

석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식 관련 명칭들의 시대별,

품목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910년대부터 3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하에 근대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전통과 서구문화가 함께 공존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복식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의

여성잡지는 잡지의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시기로서 여성

의 계몽과 근대화에 기여하였는데, 여권 신장운동, 여성의 주

체성 확립, 여성의 사회화에 일조하여 여성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Lee, 2002)과 함께 복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되었다.

Lee(2007)는 1930년대 여성잡지를 통해 잠재되었던 여성만

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였다. 당

시의 여성 잡지에는 직접적으로 복식을 광고하는 자료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그 외의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양장이

한복보다 약간 많은 형태였고, 머리스타일도 전통적인 머리보

다는 퍼머나 고데가 많아 서구화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Kim(2006a)은 당시 잡지의 기사와 사진 광고 소설 속에는 식

민지 조선의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겪은 신여성이 거대한 근대

적 변동의 한지표로 등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당시 여

성잡지에서의 화두 중의 하나는 ‘신여성’으로, Lee(2008)는

1910-1930년대 서양의 머리모양을 받아들였던 신여성의 머리

양식을 잡지의 광고를 통해 연구하였고, Yu(2007)는 20세기 전

반부의 한국과 한국의 신여성에 영향을 준 일본의 신여성복식

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 또한 여성잡지가 그 중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Kim(2010a)는 신여성의 이미지를 근

대 상품광고를 통해 고찰하였고, 이외에도 개화기 여성 복식 특

히 신여성의 복식은 여성잡지가 그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Kim,

1995; Nam, 1990; Yu, 1990). 이처럼 1910년대에서 30년대는

여성잡지를 통해 여성의 계몽과 교양,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

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신여성이었다. 

반면 1910년대-30년대 미국의 여성복식은 프랑스적인 분위

기가 적고 심플한 디자인이 시장성이 높았던 시기(Milbank,

1989)로, 유럽과는 다른 재즈 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유로

움과 함께 기능성을 강조한 의복이 발달하였는데(Son, 1987;

Lim 1992; Yu, 1994),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여성잡지이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잡지『Ladies'

Home Journal』은 여성의 의무, 권리, 소비문화를 나타내는

(Ahn, 2002) 현존하는 잡지의 하나인데, 복식과 관련된 기사와

광고가 주를 이루어 당시의 변화되는 복식현황을 동일한 잡지

를 통해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Park(2008)은 1910-30년대까지의 한국의 여성잡지와 미국의

『Ladies' Home Journal』을 바탕으로 복식, 머리모양을 비교하

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

잡지에 소개된 조선 신여성의 출현이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지

만 일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서구적인 모습의 여성을 지향했

던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신여성과 비교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

라 복식이 미국복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일제강점시기 우리나라 복식명칭을 통해 일본의 영향과 서

구의 영향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 준 연구 결과와도 부합되는

부분이다(Kim, 2010b). 근대화된 우리나라의 복식은 1920년대

는 미국의 넉넉한 웨이스트라인, 튜블리 스타일과 같은 보이쉬

한 스타일의 플래퍼 스타일이 나타났고, 1930년대는 모던걸과

직업부인이 등장함으로서 양장이 일반인들에게 보급 확대되는

등 1920-30년대 근대적 패션과 소비문화 안에 미국지향적인 집

단문화가 등장했었다(Kim, 2013).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연구된 1910년-30년대 우리나라의 여

성복식연구에서는 잡지나 신문 기사에서 당시 화두가 되었던

신여성을 중심으로 그 사상, 그들의 교육, 복식을 언급하거나

전반적인 복식변화의 요인에 중점을 두었고, 당시 영향을 받았

던 미국복식과의 비교 고찰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동

일시기의 미국복식도 여성잡지를 1차 자료로 채택하여 시기별

로 변화되는 의복의 유형, 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안

에 기록된 복식명칭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Table 1에 제시된 한국과 미국의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재료, 형태,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복식명칭의 두 나

라 간의 비교 고찰은 당시 각국의 여성복식에서 어떤 품목이

애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패션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의 미국 복식과 이를 추종하고자 했던 한국의 여성

복식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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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0-1930년대 한국의 여성잡지에

기록된 복식명칭

1910-30년대 한국 여성잡지는『신여자(新女子)(1920.2)』,

『부인(婦人)(1922.6-1923.8)』,『신여성(新女性)(1923.9-1934.4)』,『신

가정(新家庭)(1933.1-1936.9)』,『여성(女性)(1936.4-1940.1)』등이

있었다(Lee,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에서 복식관련 기사,

광고에서 확인되는 복식관련 명칭을 수집하여 쓰개류, 의복류,

신발류, 액세서리와 소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1910년대-20년대 여성복식명칭

이시기의 여성잡지는 1920년대의 것이 대부분이었고,『신여

성(新女性)』을 제외하고는 창간 후 빠르게 종간되어 한 종류의

잡지를 통한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2는 여

성잡지에서 확인된 여성 복식 관련 명칭이다. 

『신여성(新女性)』 1924년 11월호에는 조선부인복의 사적고

찰, 미관상으로 본 조선부인복, 부인복의 개량할 점 몇 가지,

외국인이 본 조선복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기사를 통해 복식명

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복의 장

처 단처’의 기사에는 조선에 10년 넘게 산 영국인 벙커씨가 남

자의 바지는 통이 넓어 둔해 보이고 경제상으로도 손해라고 하

여 양복을 권유하였고, 여자의 의복은 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긴 의상 대신 여학생 의복과 같이 길이를 짧게 하여 집안

에서 활용하도록 권유하였다. 전 러시아 영사 부인 게뜨틀레르

씨는 전에는 길거리에 여자들이 가슴이 나오도록 옷이 짧았는

데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면서 허리를 졸라매지 말고 몸의 보건

에 해롭지 않게 고치면 조선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부인들은 옷을 만들 때 풀로 붙여지

어 한번 빨을 때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를

개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수습영사의 기사에서는 저고

리가 작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솜을 넣어 크게 만

든 여자의 바지, 부인이 신는 신발을 연구해야하고 여학생들이

조선의복에 구두 신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즉 양복에 구두는 가

능하나 조선의복에 구두는 거북스럽고 서툴러 보인다고 하였다.

일본여성 이희다씨는 조선옷이 일본 옷보다 편리하다고 하면서

소매가 짧고 허리를 없애 흉부를 잘 발육 하도록 하고 웃옷의

길이를 길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 외국인이 본 한국

의 복식에 관한 기사에서 보면 특히 여성 옷에 대한 개량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한복과 양복을 혼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복식과 관련된 명칭은 옥양목, 용

(융), 조끼, 바지가 있었다. 

『신여성(新女性)』1925년 1호 을축 신년호에는 ‘쟈켓대용 둘

우맥이대용 개량마구자 짓는법’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고(Kim,

1925),『신여성(新女性)』 1926년 4월호 ‘상회로서 본 여학생’

에는 ‘양말, 비단양말’ 등 여학생들의 물건 사는 행태를 얘기하

고 있다. 『신여성(新女性)』1926년 6월호에는 여성들이 대부

분 흰옷에 검은 댕기를 드린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러한 복

장이 상복과 같다고 하였다(Kim, 1926).

『신여성(新女性)』1926년 7월호의 ‘여름과 얇은 옷’에 관한

논평에서 보면 살이 아른아른하게 보일락 말락 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에 관하여 비판하였고, 같은 호 ‘가정에서 읽

을 것’에는 와이ㅆㅑ쓰쓰, 축면류, 비로-드, 모피, 목도리, 레스,

가죽에 관한 세탁법이 소개되고 있어 당시 복식의 종류와 소재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여성잡지는『신여자(新女子)』,

『신여성(新女性)』의 잡지 명칭에서와 같이 신여성들이 주요 필

자가 되어 여성의 계몽, 권리, 이를 위한 여성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복식과 관련된 명칭은 당시 의복에 대

한 논평, 의복의 손질, 의복제작에 관한 내용 중에서만 확인되

고 의복 관련 광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새로운 의복을

선보여 홍보하기보다는 지난 옷, 혹은 현재 변화된 의복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

Table 1. Women's magazines in Korea and America for this paper

Country Magazine Categories Publisher Year of issue/Total circulation Frequency

Korea

Siyeoja Women's refinement, knowledge Kim, ilyeop 1920.3-1920.6/4 monthly issue

Buin Women's refinement, knowledge Gaebeoksa 1922.6-1923.9/16 monthly issue

Sinyeosung Women's refinement, knowledge Gaebeoksa 1923.9-1934.4/38 monthly issue

Singajung Women's refinement, knowledge Donailbosa, Yangwonmo 1933.1-1936.9/45 monthly issue

Yeosung Women's refinement, knowledge Choseonilbosa 1934.4-1940.12/57 monthly issue

America Ladies' Home Journal Women's interest, lifestyle Meredith Corporation  1883.2-2014.4 Present/3,267,279 monthly issue

Fig. 1. Woman's dress. Shinyeosung (1924), The cover pag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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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ig. 1은 『신여성(新女性)』가을 특별호의 표지 삽화로

당시 여성의 복식이 긴 저고리에 짧은치마로 개량된 한복과 구

두로 변화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 1930년대 한국여성 복식명칭

1930년대 복식과 관련된 용어는 Table 3과 같다.

여성의 의복은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와 같은 전통복과 양

장과 같은 서양복이 확인된다. 『신여성(新女性)』1931년 4월

호 ‘의복편’에는 조선의복에 관한 장점과 단점에 관한 기사가

확인된다. 장점으로는 알몸을 가리는 목적으로 최고이며 몸을

덥게하는 것이 목적인 의복으로 여자의복은 청초하여 선녀 같

고, 남자의복은 날씬하고 깨끗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조선의복의 단점으로는 의복의 가짓수가 많고 흰옷을 입어 빨

래를 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으며, 사무적으로 불편하

고 부인들의 살림에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여자의 속옷

은 그 가짓수를 줄여 개량해야하고, 위치마는 간단하게 개량하

고 저고리고름 치마고름 같은 것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

남자나 여자 모두 가슴이나 허리를 졸라매어 위생상 좋지 않으

며 여학생들은 허리끈을 달지 말고 조끼를 달자는 의견을 제안

하였다. 이 같은 기사는 서양복과 전통복이 혼용되는 시점에서

전통복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높아지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이외 같은 잡지에는 ‘새로운 세탁법3(Lee, 1931)’

의 기사에 비로-드, 모피 목도리, 모사 숄 세탁법, 축면(縮緬)류

세탁법, 레스, 가죽장갑 세탁법, 모자 보존법 등이 확인되어 당

시 이와 같은 복식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신여성(新

女性)』 1931년 5월호에는 넥타이 손질법, 모자보존법, 구두손

질법, 무명, 베옷의 오점 빼는 법 등이 소개되어 서양복식의 명

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1932년 3월호의 ‘모사편물 강습’에 여

자 ‘쎄타’의 편물강습이 실려 있어 편물이 유행하고 있음을 예

측할 수 있었다(Park, 1932a).『신여성(新女性)』 1932년 10월

호에는 ‘의복문제에 대하여’라는 기사에 ‘겨울에는 조선옷, 경

제적으로는 양복’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의복의 형

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통복과 서양복이 혼용되는 양상을 예

측할 수 있었다.『신여성(新女性)』 1932년 11월호에는 ‘소녀

용 도레쓰(Park, 1932b)’가 소개되어 어린이들에게 서구식 의복이

입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933년 8월호의 소설에는 ‘면사

포, 예복(Kim, 1933)’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 결혼 복식으로

서양 의복이 입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복식과 관련된 명칭은 기사를 통해

확인되고 1920년대와 같이 새로운 의복을 홍보하거나 판매하

는 광고 속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당시 의복에 대한 필자

의 생각 등이 제시되었고, 의복제작이나 손질법, 세탁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떤 의복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

었으며 그 구체적인 복식의 형태는 삽화를 통해 확인된다. Fig.

2는 시와 함께 그려진 삽화로서 개량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스카프와 장갑을 착용한 모습이다. Fig. 3은 여자의 일생에 관

한 삽화인데, 남자는 양복을 착용하고 여자는 개량된 저고리와

치마에 서양의 가방과 구두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통

해 복식명칭뿐만 아니라 삽화를 통해서도 여성의 의복이 전통

복식과 서양복식의 혼합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1910-1930년대 미국의 여성잡지에 

기록된 복식명칭

미국의 복식명칭은 미국의 여성잡지 중 대표적인『Ladies

Table 2. Terminologies about women's clothing on the Korean women's magazines in 1920s

Terms(reference)

Clothing

Ot옷(1923, 11. Sinyeosung, p.63), teolojjan uibok털로 짠 의복, Yangbok양복, baji바지 (1923, 11. Sinyeosung, p.64), whuin jeogori

흰 저고리, gumjeong jeogori검정저고리(1924, 4. Sinyeosung, p.46), chima치마, yangsan양산(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44), mosijeoksam모시적삼 (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46), chima치마(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20), yangbok양복, jijimigaerangbok지지미개량복, joseonot조선옷, joggi조끼, baji바지(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78), Jacket, dulumaeki둘우맥이, gaeryangmaguja개량마구자(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90)

Footwear
ginyangmal긴양말, gudu구두(1924, The first anniversary special edition. Sinyeosung, p.20), bidanyangmal비단양말(1924, 4. 

Sinyeosung, p.41)

Accessary & 

materials

mokdori목도리(1924, 4. Sinyeosung, p.46), yangsan양산(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44), bidan비단, nasa나사(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46), apron에프롱/앞치마, lace레-쓰, okyangmok옥양목, ginyangmal긴양말, gudu구두(1924, 

Summer Special Edition. Sinyeosung, p.78), okyangmok옥양목, yung융(1924, 11. Sinyeosung, p.31), dangi댕기(1926, 6 Sinyeosung, 

p.204)

Fig. 2. The illustration of Korean 

women on the poem. Singajung 

(1934), p.10.

Fig. 3. The life of women. 

Singajung (1935), p.155.

 

 



37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4년

Home Journal』의 복식관련 기사, 광고 중 명칭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쓰개류, 겉옷, 속옷, 신발류, 액세서리와 소재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4.1. 1910년대 미국여성의 복식명칭

1910년대 초반 미국 여성지에는 일반신문과 같은 사회현상,

여성의 생활 패션이 모두 함께 실려 있었고, 그 명칭은 Table

4와 같다. 

1910년대 여성잡지에 눈에 띄는 광고는 속옷과 신발이다. 속

옷은 Fig. 4, 5, 6과 같이 자주 광고로 소개되었는데, 특히

‘corset, waist’가 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supporter,

petticoat, lingerie, Athletic underwear, underwear, brassiere,

girdle, garter, suspender, knit underwear’ 등이 확인되고, 이러

한 명칭들은 용도, 형태, 재료에 따라 구분되어졌음을 알 수 있

었다. 신발은 Fig. 8의 ‘shoe’라고 표기되어 굽이 있고 신목이

있는 신발과 Fig. 7과 Fig. 9의 편안한 형태의 신발로 구분되

며, 구체적인 명칭은 ‘cushion shoe, slippers, fur felt slipper,

Indian shoes, smart shoes, comfy footwear, Arch presever

shoes’가 확인된다. 신발과 함께 Fig. 11의 양말은 ‘hosiery,

silk hosiery, hose, fashioned hose, stocking’로 자주 광고되어

Table 3. Terminologies about women's clothing on the Korean women's magazines in 1930s 

Terms(reference)

Headgear moja모자(1931, 4, Sinyeosung, p.99/1931, 5, Sinyeosung, p.100), myeonsapo면사포(1933, 8, Sinyeosung, p.66) 

Clothing

durumagi두루마기, yangjang양복, tosu토수, pungdeongi풍덩이, maguja마구자(1931, 4, Sinyeosung, pp.60-61), uichima위치마, 

jeogorigorum저고리고름, chimagorum치마고름(1931, 4, Sinyeosung, pp.62-63), beot베옷(1931, 5, Sinyeosung, p.102), yebok예

복(1933, 8, Sinyeosung, p.66), dress for girls 소녀용 도레쓰(1932, 11, Sinyeosung, p.74), seta[sweater](1932, 3, Sinyeosung, pp.66-

67), joseonot조선옷, yangbok양복(1932, 10, Sinyeosung, p.33), bidanjeogori비단저고리, bunhongjeogorie분홍저고리, 

geomjungboilchima감정 보일 치마, yulokjeogorie유록저고리, mumyeongok무명옷(1934, 2, Singajung, p.204), yangjang양장, 

jodeonok조선옷(1935, 1, Singajung, pp.469-470) 

Footwear gudu구두(1931, 5, Sinyeosung, p.101), gomushin고무신(1933, 2, Sinyeosung, p.127)

Accessary 

& materials

birodo[velvet]비로-드, mopi mokdori모피 목도리, mosa shawl모사 숄(1931, 4, Sinyeosung, p.97), lace레스, gajukjanggap가죽

장갑(1931, 4, Sinyeosung, p.98), mumyeong무명(1931, 5, Sinyeosung, p.102), injogeon인조견(1934, 2, Singajung, p.204)

Table 4. Terminologies about women's clothing on Ladies Home Journal in 1910s 

Terms(reference)

Headgear hood(1911, November, p.28), winter hat(1911, November, p.54), hat(1915, June, p.65)

Clothing

cloak, suit(1911, February 15th, p.45), maternity skirt(1911, February 15th, p.26), blouse, two-piece suit, dress(1911, October, p.35, 

p.65), winter wardrobe(1911, October, p.54), one-piece dress(1911, October, p.104), coat(1911, October, p.100), trimmed skirts(1911, 

October, p.87), tailored skirt(1911, October, p.90), storm cape(1911, October, p.82), Jacket(1911, November, p.28), tailored suits(1911, 

November, p.29), the housework dress(1911, November, p.31), separate coat(1911, November, p.45), reversible coat, cheviot 

coat(1911, November, p.66), gown(1911, December, p.68), robe(1914, January, p.83), dress(1914, March, p.25), dress for the 

house(1915, January, p.24), new working uniforms for women(1918, November, p.133), coat, dresses(1919, February, p.115), 

blouses(1919, May, p.65),wash dresses, nurses and maids' uniforms, bathrobes(1919, May, p.79), sweaters(July 1919, p. 109), 

frocks(1919, October, p.40), sports coat(1919, November, p.95), raincoat(1919, November, p.100), sleeping wear(1919, November, 

p.177)

Underwear

petticoat(1911, February 15th, p.45/1911, August, p.39/1911, October, p.96), waist(March 1911, p.48/1919, May, p.65), 

supporter(1911, March, p. 60), corset(1911, March, p.59/1911, October, p.35, p.65/1919, February, p.68), waists(1911, October, p.60), 

Knit underwear(1911, October, p.81), bust and hips(1911, October, p.86), shirt-Ruffle bust form(1911, October, p.77), embroidered slip 

on-waist(1911, November, p.27), underwear(1911, November, p.31/1919, February, p.115), garter and suspender(1911, November, 

p.62), knit underwear(1911, November, p.83), lingerie(1915, June, p.68), brassiere(1919, February, p.43), lady sealpax; Athletic 

brassiere(1919, May, p.68), girdle(1919, October, p.170) 

Footwear

 stocking(1911, March, p.49), cushion shoes for women(1911, March, p.52), shoe(1911, October, p.73/1914, March, p.24/1915, March, 

p.24/1919, October, p.68), hosiery(1911, October, p.77, 86/ 1919, October, p.80), slippers(1911, October, p.86), Indian shoes(1911, 

October, p.90/1912, December, p.90), cushion shoe(1911, November, p.70), fur felt slipper(1911, November, p.85), smart shoes(1911, 

November, p.90), comfy footwear(1911, November, p.95), fashioned hose(1911, November, p.100), stocking, silk hosiery(1911, 

December, p.56), hose(1911, December, p.57), comfy felt shoe(1912, December, p.43/1914, January, p.45), arctic shoes(1914, January, 

p.74), silk hose, pumps(1915, June, p.45), hosiery(1915, September, p.32), slippers(1915, September, p.44), Arch preserver 

shoes(1919, May, p.68), silk hosiery(1919, August, p.112), comfy slippers(1919, November, p.193)

Accessary 

& materials

bag(1919, October, p.94), embroidered neckwear(1911, November, p.26), shawl(1911, November, p.28), fur(1911, December, p.66, 

p.69), bag(1911, December, p.72), laces(1915, June, p.29), new summer aprons(1915, June, p.31), silk gloves(1915, June, p.34), 

aprons(1915, September p.44), furs(1918, October, p.121/1919, November,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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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당시 여성의 필수 품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겉옷으로는 슈트 종류인 ‘suit, two-piece suit, tailored suits’

와 Fig. 12와 같이 coat가 자주 소개되었는데, coat에는

‘separate coat, sports coat, raincoat, reversible coat, cheviot

coat’ 등이 확인된다. 특히 패션 기사에는 유럽의 패션을 모방

하거나 그 트랜드에 따라 움직였던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Fig.

10과 같이 미국여성을 위한 미국패션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4.2. 1920년대 미국여성의 복식명칭

1920년대 여성잡지에 소개된 복식관련 명칭은 Table 5와 같

다. 1920년대 미국 여성복식과 관련된 명칭은 10년대와 비교하

여 보면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형태, 소재 등에 변화

가 보이고 상황에 맞는 의복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이다. 특히 속옷의 대표적인 명칭인 corset은 이전과 달

리 몸을 조이지 않게 편안하고 유연하게 제작되었다. 코르셋은

Fig. 4. Petticoats. Ladies Home Journal (1910, 

January), p.96. 

Fig. 5. Corset waists. Ladies Home Journal (1911, 

October), p.60. 

Fig. 6. Knit underwear. Ladies Home Journal 

(1911, October), p.81. 

Fig. 7. Indian shoes. Ladies Home Journal 

(1911, January), p.90.

Fig. 8. Shoes. Ladies Home Journal (1911, 

October), p.73. 

Fig. 9. Comfy footwear. Ladies Home Journal

(1911,N ovember), p.95.

Fig. 10. American Fashion. Ladies Home Journal 

(1911, October), p.25.

Fig. 11. Hosiery. Ladies Home Journal (1911, 

October), p.77. 

Fig. 12. Dress, coats, underwear. Ladies Home 

Journal (1919, February),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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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auty, for health(1926)"라고 광고되었고, 몸을 조이고 변

형했던 형태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편안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Fig. 13은 여름 frock 속에 입는 속옷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겉옷이 가늘고 긴 형태였기 때문에 속옷 또한 가늘고 긴 가벼

운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특징적인 변화는 미국 패션에 관심이 집중되던

1910년대와는 달리 점차 파리의 패션에 주목하여 1920년대 말

에는 파리패션과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한다. Fig. 14는 파리에

서 온 frock을 소개하고 있는데 1920년대는 1910년대 자주 소

개되었던 suit대신 frock이 자주 등장하고 특히 파리에서 유행

한 의복을 소개한 광고나 기사가 자주 확인된다는 것이 특징이

다. 또한 1920년대 말에는 스포츠 웨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

는데, sleeveless sports frocks(1929), sports clothes(1929),

camping, tramping and active sports wear(1927)와 같이 소개

하거나 Fig. 15와 같이 sports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사도 많

아져 당시 여성 스포츠의 발달로 인해 스포츠복식이 일상복식

Table 5. Terminologies about women's clothing on Ladies Home Journal in 1920s 

Terms(reference)

Headgear

hats(1920, January, p.123/1928, March, p.96), summer hats(1920, June, p.56), sport hat(1921, January, p.66), easter hat(1925, April, 

p.75), fall hat(1925, September, p.65), easter hat(1927, March, p.96), hats in felts and plush(1928, November, p.50), hats for 

sports(1929, April, p.48)

Clothing

dresses, coats(1920, January, p.122), sweater, frock(1920, July, p. 58/1921, May, p.62/ 1925, May, p.75/1926, January, p.72/1929, 

August, p.28/1929, September, p.50), coat dress(1920, August, p.47), blouses, suit(1920, September, p.86), sweaters(1920, August, 

p.73), suit, dress(1920, October, p.68), one-piece frocks(1920, November, p.52), blouses(1920, November, p.54), sleeping wear(1920, 

November, p.62), union suit(1920, November, p.70), tricotine suit(1921, January, p.66), dresses(1921, January, p.97), knit(1921, 

January, p.120), taylor dresses(1921, January, p.127), sports frocks(1921, May, p.66), bathing suits(1921, June p.50), sports suit(1921, 

June p.53), blouses and skirts(1921, August, p.62), sport dress(1925, April, p.82), bathing suits(1925, May, p.84), summer frock(1925, 

May, p.204), cotton frocks(1925, June, p.76), shadow skirt(1925, June, p.81), fall frocks(1925, August, p.56), topcoat(1925, October, 

p.166), sports clothes(1926, August, p.56/1927, March, p.90), coat(1926, August, p.77), gown(1926, August, p.78/1928, May, p.79/

1929, October, p.44), knitted frock(1927, March, p.91), coat(1927, March, p.98), jumper(1927, March, p.103/1928, June, p.80), suits 

and coats(1927, April, p.97), skirts(1927, April, p.98), sports skirts(1927, May, p.114), tennis frocks(1927, June, p.83), camping, 

tramping and active sports wear(1927, July, p.69), wardrobe(1927, September, p.89), separate blouse(1927, September, p.90), cloak, 

suit(1927, September, p.100), full skirts(1927, November, p.84), frock, soft loose coat(1928, January, p.55), sports clothes(1928, 

January, p.56), knitted suit(1928, January, p.64), cloak, suit(1928, February p.79), dresses of cotton and linen(1928, March, p.169), 

ensemble, cape(1928, April, p.87, 161/1928, May, p.138), evening gown, supper frock(1928, April, p.93/1928, July, p.61), coat, 

suit(1928, April, p.203), beach costumes(1928, June, p.87), dress shirts, sport dresses(1928, October, p.183), blouses and dresses(1928, 

November, p.48), sweater(1929, February, p.44), evening gowns(1929, February, p.46/1929, April, p.174), street dresses(1929, 

February, p.48), sleeveless sports frocks(1929, June, p.51), princess coats, short jackets(1929, October, p.40), jackets capes with wool 

frocks(1929, April, p.44)

Underwear

corsets(1920, February, p.55/1920, July, p.164/1920, August, p.48/1921, April, p.60/1925, May, p.98), girdle(1920, March, p.76/1925, 

May, p.105/1927, March, p.228), brassieres(1920, September, p.123/1921, January, p.70), undergarments(1920, January, p.145), 

underwear(1920, April, p.53/1925, October, p.152/1927, June, p.78), under suits(1920, June, p.62), lingerie(1920, September, p.118), 

girdle, corsets, elastic brassieres(1921, January, p.134), knit underwear(1921, September, p.69), lingerie(1921, September, p.107/1928, 

May, p.102), garter(1925, February, p.74), athletic underwear(1925, May, p.72), American combinette; corset and brassiere(1925, 

September, p.68), corset, girdle, brassieres(1928, January, p.142), foundation(1928, March, p.170/1928, April, p.155), rayon 

underwear(1928, April, p.174/1928, May, p.199/1929, November, p.148)

Footwear

shoes(1920, January, p.79/1925, February, p.164/1926, February, p.72), hosiery(1920, February, p.128/1920, July, p.136/1921, 

February, p.146/1921, April, p.148/1925, February, p.146/1926, August, p.157), silk stocking(1920, April, p.97), comfy slippers(1920, 

June, p.199/1921, August, p.114/1925, February, p.156), hose(1921, January, p.126), silk hosiery(1925, March, p.119/1926, February, 

p.67), stockings(1925, April, p.83/1927, May, p.179), garters(1925, May, p.195), footwear(1927, March, p.95), constant comfort & 

constant style shoes(1927, March, p.149), foot saver shoes(1927, June, p.89/1927, July, p.86), Arch preserver shoe(1927, August, 

p.131)

Accessary 

& materials

silk, laces(1920, August, p.74), satin(1920, December, p.59), chiffon(1925, February, p. 190/1927, June, p.78), furs(1925, February, 

p.193), neckwear(1925, July, p.121), velvet and velveteen(1926, January, p.74), silk crepe(1928, April, p.88), satin(1926, March, 

p.131), mendoza beaver(1926, August, p.64/1927, August, p.144/1927, September, p.203), handbags(1927, March, p.60), linen(1927, 

March, p.114), cottons(1927, March, p.115), satin, lace, chiffon for evening(1927, May, p.103), smocking and embroidery(1927, July, 

p.67), zippers(1927, November, p.176, p.177), silk, wool(1928, March, p.94), silk crepes(1928, March, p.162), cotton, linen(1928, 

April, p.175), lace(1928, May, p.102), lace, crepe, chiffon, taffeta(1928, May, p.77), Fur mendoza beaver, Mendoza seal(1928, August, 

p.89), Hand-quilted bags(1928, August, p.135), rayon(1928, August, p.136), accessories(1928, September, p.43), scarfs(1929, 

February, p.164), satin and chiffon(1929, April, p.46), silk(1929, May, p.50), crepes(1929, May, p.171), crepe satins(1929, November,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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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3. 1930년대 미국여성의 복식명칭

1930년대 여성잡지에 확인되는 복식관련 명칭은 Table 6과 같

다. 1930년대 잡지를 통해 본 미국 여성복은 여전히 속옷, 신발과

관련된 광고가 자주 확인되었지만 이전과 비교해 보면 속옷에 대

한 광고보다는 겉옷에 대한 기사가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속옷은 새로운 명칭이 확인되지 않지만 corset 보다는 Fig.

16과 같이 foundation이 다양한 겉옷만큼이나 겉옷에 맞는 여러

유형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겉옷과 관련된 명칭은 ‘ensembles,

jacket, dress, skirt, blouse, frocks, suits’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고, ‘knit, sweater’ 등 편직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편직물로 된 복식이 자주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파리의 의상을 소개한 기사가 많았던 것과 같이 Fig.

18의 1930년대에도 모자에서 의복까지 파리의 패션을 소개하고

있어 당시 미국은 파리의 패션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Fig. 17은 이러한 의복에 맞는 신발광고인데, 이전에 광고된 편

안한 신발과 비교하면 힐이 있고 발등과 발목이 드러나는 형태

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5.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식 관련 

명칭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나라의 복식명칭자료를 시기별,

Fig. 13. Brassieres combination. Ladies Home 

Journal (1925, May), p.205. 

Fig. 14. Frocks. Ladies Home Journal 

(1925, May), p.75. 

Fig. 15. The jumper for sport and general wear. 

Ladies Home Journal (1927 March), p.103.

 

 

 

Table 6. Terminologies about women's clothing on Ladies Home Journal in 1930s  

Terms(reference)

Headgear French hat mode(1930, April, p.47), hat(1931, July, 24/ 1931, September, p.28/1932, April, p.23), tiptop cotton hats(1933, August, p.48)

Clothing

separate skirts, blouses(1930, January, p.28), suits(1930, April, p.57), Morning frocks from Paris are full skirted(1930, February, p.34), 

berthas and short sleeves(1930, April, p.59), little jacket, dress, skirt, blouse(1930, April, p.38), frocks(1930, April, p.40), tailored(1930, 

April, p.42), shoes(1930, January, p.60), ensembles(1930, February, p.41), frocks(1930, February, p.40), Paris combines tailored(1930, 

March, p.42), Paris capes(1930, March, p.47), Paris Ensembles(1930, March, p.49), pajamas(1930, May, p.154), summer frocks(1930, 

May, p.155/1931, June, p.38/1931, July, p.31/1933, April, p.31/1931, September, p.40/1932, February, p.34/ 1932, October, p.80), 

coat(1930, September, p.173/1931, September, p.30), ensembles(1930, September, p.46), summer sports frocks(1930, May, p.38), the 

long and short blouses(1931, January, p.28), Jacket suits(1931, March, p.34), Spring suits(1931, March, p.39), frocks(1931, March, 

p.49), sports suits(1931, April, p.36), trouser dress(1931, April, p.44), cape(1931, June, p.30), suits(1931, June, p.33), cape(1933, April, 

p.25), dress, coat(1931, September, p.28), tailored frocks(1931, November, p.44), waistline frocks(1932, February, p.77), suit(1932, 

June, p.26), Paris suits(1932, October, p.23), tailor(1932, October, p.62)

Underwear

foundations(1930, March, p.52), undergarments(1930, April, p.142), lingerie(1930, January, p.28), corsets, girdles, brassieres, belts, 

surgical corsets(1930, January, p.81), lingerie(1930, December, p.84), correct dress(1931, February, p.30), brassiere(1931, April, p.199), 

corsets(1932, April, p.85, 130/1933, March, p.105), brassieres, girdles, garter belts(1932, October, p.117)

Footwear shoes(1930, September, p.54/1931, March, p.202), hosiery(1930, April, p.185/1931, February, p.118), stocking(1931, June, p.30)

Accessary 

& materials

 wool(1930, February, p.43), cottons(1930, May, p.59), frills, ruffle capelets(1930, May, p.33), gloves, bags(1930, September, p.54), 

Ensembles accessaries(1931, March, p.34), mitts(1931, June, p.30), belt(1931, July, p.24), accessories, gloves, hand bag, linen (1933, 

June, p.24), scarfs and checks(1933, April, p.24), chiffon(1932, May, p.36), cotton(1932, May,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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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5.1. 시기별로 본 복식명칭의 비교

시기별로 본 한국과 미국의 복식명칭 비교는 앞서 제시한

Table 2-6의 자료의 복식명칭의 수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Fig.

19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1910년대에는 한국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두 나라의 여성복

식명칭을 비교할 수 없었으나 당시 미국의 여성복식은 겉옷에

해당하는 의복의 명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속옷, 이와 비슷한

비율로 신발류가 있었으며, 신발과 관련된 명칭은 극히 적었다. 

1920년대에는 한국의 여성복 관련 명칭에서 보면 의복, 액세

서리와 소재, 신발, 속옷 순이었고, 신발과 관련된 명칭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여성복 관련명칭은 의복, 액세서

리와 소재, 속옷과 신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쓰개와 관

련된 명칭이 가장 낮았다. 당시 미국 여성복에서 속옷과 관련

된 명칭이 한국에 비해 많았고, 쓰개와 관련된 명칭이 많았음

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1930년대에는 한국에서는 의복류, 쓰개류, 액세서리와 소재,

쓰개류 순이었고, 속옷과 관련된 명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에 반해 미국은 의복류, 액세서리와 소재, 속옷과 쓰개류의 명

칭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신발류가 낮은 비율로 확인

된다.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액세서리와 소재, 쓰개류에 해당

되는 명칭이 1920년대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전반적인 시대별 변화에서 보면 두 나라 모두 의복류

와 관련된 명칭이 가장 많았던 점, 쓰개류의 명칭, 악세서리 명

칭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확인되었고, 속옷과

관련된 명칭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2. 품목별로 본 복식명칭의 비교

품목별로 본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식 명칭의 비교는 Table

2-6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개류, 의복류, 족의류, 액세서리와 소

재로 분류하여 Fig. 20과 Fig. 21의 막대그래프로 그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을 품목별로 본 결과 공통점은 의복류

와 관련된 명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로 분류된 소재, 액

세서리와 관련된 명칭 순으로 나타난 점이다. 한국 여성 복식

명칭 중에 ‘모자, 털로 짠 의복, 에프롱, 여자쎄타, 도레쓰, 양

말, 구두, 나사, 인조견, 비로-드, 양산, 레-쓰, 모피 목도리, 모

사 숄, 가죽장갑, 면사포’ 등은 미국의 여성복식 명칭과 유사하

거나 동일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니트류의 의복, 족의류, 의복의

소재와 액세서리의 일부분은 한국에서 서양의 것을 들여와 사

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의복류를 분

석해 보면, 미국 여성의복 중 속옷과 관련된 명칭이 월등히 많

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두 나라간의 차이점을 그래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족의, 쓰

개와 관련된 명칭이 한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 쓰개가 부각되던 시기로 미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명

칭들이 다수 확인된 반면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여성의 쓰

개와 관련된 명칭이 적었던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그 비율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신발과 관련된 명칭에서도 유사

Fig. 16. Foundations. Ladies Home Journal 

(1930 ,March), p.52. 

Fig. 17. Long skirts emphasize shoe smartness. 

Ladies Home Journal(1930, April), p.54. 

Fig. 18. Paris suits. Ladies Home Journal (1932, 

October), p.23.

 

 

 

Fig. 19. Compared the women's garments terminologies between Korea

and America in chronolog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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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여 여성의 신발과 모자와 관련된 명칭의 비율이

미국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이상 본 연구는 여성 복식이 서구화되는 시점인 1910년부터

1930년대에 한국 여성복식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한 모델이

었던 미국의 여성복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 차이점과 유

사점이 있는지를 여성잡지의 기사와 광고에 기록된 복식명칭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여성

잡지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각 잡지에 실린 여성 복식명칭을 품

목별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 시대별, 품목별로 유사점과 차이점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910-30년대 한국의 여성잡지는 미국의 여성잡지와 비

교하여 그 성격과 목적이 달랐다. 한국의 여성지는 1910년대가

태동기로 여성의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에 보다 강조

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권리, 여성의 교육 등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미국의 여성지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여성의 주 관심사였던 외적인 부분 즉 복식에 많은 부분

을 할애하고 있었다. 

둘째, 두 나라의 명칭 분류에서 보면, 한국의 여성복식에서

확인할 수 없는 품목 중 속옷, 스포츠복식의 명칭이 미국의 여

성잡지 속에서 자주 확인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속옷과 관련

된 광고가 자주 확인되었고, ‘waists, corsets, petticoats,

supporters, athletic underwear, garters, suspenders, lingerie,

knit underwear, girdle, brassiere, foundation’과 같은 다양한

속옷 명칭들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여성복식에서 속

옷이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 명칭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20년대 미국에

서는 ‘sports frocks, sports suit, sport dress, sports clothes,

sports skirts, tennis frocks, sports wear, sport dress,

sleeveless sports frocks’ 등과 같이 스포츠에 활용될 수 있는

의복이 활기를 띠면서 여성의 의복이 보다 간편하고 활동적으

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대별로 두 나라 복식명칭을 비교한 결과, 의복류와

관련된 명칭이 가장 많았던 점, 쓰개류의 명칭, 액세서리 명칭

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확인되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여성 속옷과 관련된 명칭이 많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

서 여성의 실루엣을 위해 중요시 했던 속옷이 한국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과 미국의 여성복을 품목별로 본 결과 두 나라 모

두 의복류와 관련된 명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로 분류

된 소재, 액세서리와 관련된 명칭 순이었음이 같았다. 특히 ‘모

자, 털로 짠 의복, 에프롱, 여자쎄타, 도레쓰, 양말, 구두, 나사,

인조견, 비로-드, 양산, 레-쓰, 모피 목도리, 모사 숄, 가죽장갑,

면사포’ 등의 명칭들은 명칭만이 아니라 그 형태, 소재도 또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어서 한국에서 서양의 것이 유입된 것

으로 보인다. 두 나라간의 차이점은 미국 여성복식 관련 명칭

중에 족의, 쓰개와 관련된 명칭이 한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

던 점이다. 즉 당시 한국여성 복식은 비교적 다양한 신발과 모

자가 복식의 한 구성품인 미국 여성복식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어휘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시기별

복식명칭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3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부 누락된 복식명칭

이 있을 수 있음에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5C-2011-2-G00100).

Fig. 20. Korean women's garments terminologies.

Fig. 21. American women's garments termi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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