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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이후 서양복이 도입되면서 한복에 일어난 변화를 1920년대 이후 조선일보의 마이크로필름과
1950년대 이후의 의상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복 개량의 시기는 변화 내용의 질적,양적 특성
에 따라 해방이전의 소극적 변화기와 해방이후의 적극적 변화기로 크게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소극
적 변화기는 기본적인 한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기존한복의 길이, 폭과 치마허리에서 약간
의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이며 적극적 변화기는 한복의 구조에서 벗어나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적극적 변화기는 변화특성에 따라 다시 해방이후로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두
시기로 분류하였다. 1950년대에는 서양복의 다트의 개념이 한복에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한복의 구조
에서 서양복의 요소를 가미하는 정도로만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서양복착용이 보편화
되면서 서양복에 한복의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서양복이 점차 일상
복으로 자리잡게 되자 한복은 1950년대말경부터 예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This research was inves tigated the improved changes of Korean traditiona l cos tume afte r introducing the
wes tern cos tumes in this society. For this s tudy microfilms of Chosun Ilbo, the popular newspaper s ince
1920s, and cos tume magazines for 1950s and 1960s were examined. The pe riods of the improved changing
of Korean traditional cos tume were divided by the characteristics of qua litative and quantita tive changes .
Those were two, such as pass ive peroid and active period of change. At passive pe riod, the change was not
far from the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cos tume and it was limited to the wa is t of skirt, length and width. But
at active pe riod, there was dis tinctive change from the previous period. Active period is divided by 2
sub- pe riod aga in. In 1950s , the concept of darts of wes tern cos tume was accepted to Korean costume and
there was a few wes tern clothing factor in addition to the Korean cos tume. But in 1960s , as it became to
wea r the western clothing for everyday costume , the characteris tics of Korean cos tume were added to the
base of the western clothing. It was named 'Arirang dress'. Original Korean costume had worn for special
occasions s ince la te 1950s .

Ke y Words : improved change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passive and active
periods of change, Arirang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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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항이후 서양복이 한국에 소개된 지 100여년

이 지났다. 서양복이 한국사회내에서 보편적으로

입히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다. 빠른 속

도로 대중에게 확산되어 입혀져 온 서양복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고 오히려 한복은 특별한

경우의 예복으로 갖춰 입는 현실이다.
최근 개항이후 도입된 양장의 스타일(남윤숙,

1991)과 변천(유수경, 1989), 더 나아가 변화의 추

이를 주기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임원자 등,
1993) 등 한국사회내에서 서양복식의 현주소의 근

원을 명확히 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요소로써 서양복이 한국사회내에 소개

되고 전파되면서 그때까지 한국사회내의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 입혀져왔던 전통문화요소인 한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일

부로 간략히 다루었을 뿐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서양복이 도입되면서 한국사회내에

보편적으로 착용되어 왔던 한복이 예복으로만 착

용되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하여 한복

개량에 관한 것을 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복식변화의 사회내 유

입을 가속화시킨 시대적 미의식의 변화와 사회기

술적 요인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1920년대 이전자료는 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간접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920년
대 이후는 한복을 개량한 것에 관계된 신문기사와

의상관련잡지를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는 주로 조

선일보의 마이크로필름을 1920년대부터 분석하였

는데 이는 1920년대 이후 양재법, 양재강습소에

관한 기사나 의복관리법, 유행단신, 해외유행소식

등에 관한 지면할애가 점차 많아진 것과 일간지의

‘가정’란은 그 시대 의복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사

가 컸었던 것으로 미루어 사회전반에 제시된 개량

한복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잡지는 1950년대 이후의 ‘여
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된 개량한복에 관한

기사와 화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한복개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미의식의 변화

인체의 이상적인 형태는 그 시대의 인체에 대

한 미의식과 그 시대에 유행한 복식의 실루엣과

관련을 갖는다(Danielson, 1989). 즉 그 시대의 복

식형태는 미에 대한 가치기준과 이상형의 인식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Hollander
(1975)는 인체의 이상화된 이미지가 당대의 유행

복식에 표출된다고 하였으며 유행의 변화에 따라

복식을 보는 관점이 변하고 나아가 인체를 보는

관점까지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내에서 서양복은 상류층에 먼저 받아

들여졌다. 서광범, 김옥균, 유길준 등은 1876년부

터 1883년까지 계속된 신사유람단을 통해 여러 차

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복을 사입고 돌아온 최초의

양복신사들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1972.3.14).
1889년 외국유학후 돌아온 남편 윤치호의 권유로

양장을 하기 시작한 윤고려는 최초의 양장미인으

로 알려져 있다(유수경, 1990).
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이나 외교사절 등에 의

해 소개된 서양복은 패턴제작 등의 기술이 도입되

기 이전에 옷자체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

국에 유학하였다가 1900년에 귀국한 최초의 여의

사 박에스더(이효재, 1980), 최초의 문학사 하란사

(민숙현과 박해경, 1981), 1920년 전후 동경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원주, 김명순, 나혜석(유수경,
1990) 등에 의해 서양복이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이들은 주목받는 여성인사로써 일반 여성들

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소개된 서양복은 대중에게 가시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를

은폐하는 전통한복의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인체의 실루엣을 그대로 나타내는 서양복의 소개

는 한국사회내에서 일종의 문화충격이 되었으나,
초기에는 소수에 의해 변화수용이 시도되었고 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한복을 그대로 착용하

고 있었다.
위의 변화들은 1920년대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고의 변화를 주도하는 운동에 의해 고무되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반면 본격

적인 문화, 사회, 신앙, 생활개선운동을 다양하게

전개시켰다(조선일보, 1972.4.2).
그런데 1926년에는 신문의 상담란에 가슴이 큰

것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이 게재되었다(조선일

보, 1926.1.21). 이것은 의복을 통하여 의례적인 미

를 표현하고자 하였고(금기숙, 1990) 신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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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곡선이 드러나는 것을 금기시하였던 시대적인

도덕기준의 불일치에서 생긴 고민으로 보인다. 즉

조선시대의 미인형은 둥그렇고 풍만한 형이었던

것이 이미 서양의 유행단신이 신문지상에 보도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미인

형은 1920년대의 flapper style이 소개되면서 점차

늘씬하고 가는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즉 독자의 고민은 가슴의 크기가 체격에 비해 큰

것이 그 시대의 이상미에 역행한다고 인지된 결과

로 인한 갈등으로 보인다. 1932년의 기사는 근대

미인은 몸이 말라야 한다는 미국의학협회의 발표

를 소개한 것으로 위의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2.12.16).
195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인체미에 대한 관념

도 달라졌다. 신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은 단조

롭고 몸을 은폐하는 한복보다는 다양한 스타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양장을 선호하

게 되었다(여원, 1956.10). 1950년대의 광고에는

1920년대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가슴이 작아서 고

민을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홀몬제들의 선전이

보인다. 이것은 다아트와 솔기 등으로 조합되어

신체의 선을 드러나게 하는 당시의 유행을 고려할

때 의복실루엣에 어울리는 신체형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여원, 1957.4, 1957.6). 이는 1920년
대의 신체를 은폐하려는 의식과는 달리 오히려 신

체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풍조를 엿볼수

있게 한다.
미의식의 변화를 볼 때 서양복 도입 후 초기에

는 양장여인이 기존복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종

의 충격과 함께 받아들여지면서 의식변화를 촉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문과 유행잡지의 보급으

로 점차 유행이 대중에게 가깝게 제시되면서 사회

적으로는 유행과 기존의 복식관습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유행을 따르는

여부가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의

식과 의복태도의 변화는 통치마와 한복개량에 따

른 찬반론등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조선일보,
1928.10.2, 1932.12.2)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실제로

의복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되

었다.

2. 사회기술적 요인

1920년대 이후에는 각종 강습회와 서적, 기계

등이 소개되어 서양복의 영향이 한국사회내에 나

타나게 되었다. 1877년 김규식의 부친 김용원이

일본에서 서양인으로부터 얻어왔던 최초의 재봉틀

이 1920년대 와서는 사회내에 많이 보급되었다(조
선일보, 1972.4.2). 재봉틀이 보급되면서 1920년대

에 태화여자관, YMCA 등이 양재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조선일보, 1986.5.23), YWCA나 경신

학교에서도 새로운 의복제작기술을 강습하였고 곳

곳에서 양재강습회가 개최되었다(최경자, 1981).
1931,1934년에는 재봉틀메이커인 싱거의 협찬으로

양재재단강습회가 열렸고(조선일보, 1931.12.16, 1934.
6.26) 미국식의 패턴제작법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1933년에 조선일보에는 아동복, 부인복에 대한 지

상양재강습이 10일간 있었으며(조선일보, 1933.9.26),
1934년에는 양재법에 관한 기사가 1면에 소개되고

있다(조선일보, 1934.2.24, 1934.2.25, 1934.3.15, 1934.
3.16).

재봉틀의 보급면에서도 일간지에 재봉틀의 관

리법 등이 소개되는 것을 볼 때(조선일보,
1937.10.7) 그 당시 재봉틀이 일반 대중에게 확산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938년의 광고면에

는 일본산 미싱의 대특매 광고가 나왔는데(조선일

보, 1938.1.22), 이것은 그 당시에 손틀과 함께 발

틀, 캐비넷식 등이 가격별로 차등화되어 있었고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재와 재단과 같은 제도방법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즈음이

다. 1922년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립양복

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디자이너 이정희가 신설된

동덕여학교 양재과 주임교사로 부임하여 남녀양복

과 어린이 양복을 만들어 내었다(유희경, 1972).
또 1925년 안국동 근화학원, 와룡동, 반도학원에서

양재강습이 있은 이래(조선일보, 1925. 3.14), 1938
년 최경자가 최초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양재학원

을 함남 함흥에서 문을 열어(최경자, 1981) 양재기

술을 보급시켰다.
또 경성공립여자보통학교의 손정규에 의해 재

봉법과 재단법에 관해 기록한 ‘재봉참고서’라는 최

초의 재봉교과서가 일본어로 저술되고(조선일보,
1925.3.27)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인 김숙당

여사에 의해 전통바느질법과 신식의복의 재봉법을

두루 다룬 조선재봉교과서가 언문으로 편찬되어

(조선일보, 1925.4.17) 양재의 보급을 촉진시켰고

점차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하여 양재법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양재기술, 재봉틀 및 제도법이 신문

지상과 학교나 학원 등의 제도를 통해 대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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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면서 한복을 개량하고자 하는 논의와 주장

들이 현실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제공하였고 한복을 개량해본 후 생활의 편리함이

입증되었을 때 대중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III. 한복개량에 대한 사적 고찰

서양복이 소개되면서 한복착용시 생기는 단점

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해방이전부터 있

었으며 해방이후 1950년대에는 기존의 한복에 양

장의 요소를 가미시켜보고자 하는 시도가 한복이

예복화되고 생활복으로 양복이 정착되기까지 계속

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생활복으로 정착된 서양

복에 한복의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1. 소극적 변화기

1900년대 초에 제시된 의복개량안들은 전통적

인 치마저고리에 서양복의 장점을 살리는 개량론

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개화기 한복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치마는

짧게하고 저고리는 길게하여 외출과 활동에 편하

도록 재조정된 것이다. 1900년경 폭넓게 주름잡은

무릎길이의 통치마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

리가 여학생과 신여성들의 의복이었다(조선일보,
1986.5.23).

개화기의 전도부인들은 서양선교사의 간편한

옷을 본떠 겨드랑밑 1cm까지 올라오고 전체길이

가 17- 22cm로 짧았던 저고리를 가슴선 밑까지 길

게 하고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었던 치마를 짧게

하여 외출과 활동에 편하도록 한복을 개량했다.
발등을 완전히 덮었던 치마길이는 발등이 보이는

발목까지 짧아졌고 곧이어 발등에서 20cm, 1907
년에는 무릎밑까지 올라갔다. 발등까지 닿는 긴

치마길이가 무릎까지 짧아진 것은 불과 2- 3년안

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의 여학생 교복 또한 한복개량의 선도

자 역할을 하였다. 경기는 검정치마저고리의 교복

을 흰저고리 검정통치마로 개정, 발목을 드러내고

양장의 주름을 통치마에 넣었다. 길이가 짧아진

통치마의 등장으로 1910년에 양말, 구두가 들어왔

으나 1900년대 초에는 일부분에게만 유행되었다

(조선일보, 1972.3.31). 1920년대경 이화, 동덕 등

여학교도 교복으로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널

리 착용하면서(유수경, 1990) 1900년대초의 개량을

위한 제안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시기 저고리와 치마의 길이변화 외에 한복

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개량된 것이 치마허리이다.
이것은 이화학당에 1911년 부임한 이래 10년동안

재직한 미스 월터(Miss Walter)와 미스 파이

(Miss Pye)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개량된 치마

허리를 시험적으로 착용해 본 후 활동성이 입증되

자 치마허리 패턴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재봉

시간에 모두 치마를 고치게 하였다고 한다(민숙현

과 박해경, 1981). 치마허리의 개량은 착용에 편

리하여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1920년대에 이르러 제시된 생활개선운동의 일

례로써 부인복개량에 대한 박승삼, 김원주의 의견

들은 가슴을 조이는 착용법으로 건강에 해가 가지

않고 활동에 편하도록 치마길이, 저고리길이와 치

마허리의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의 의견은 기

존의 복식구조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치마나 저

고리의 길이변화와 깃넓이에 대한 변화만 제시하

고 있다 (동아일보, 1921.4.10, 1921.9.10, 1921.
9.11, 1921.9.12).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에는 전통한복을 입은 여

성(조선일보, 1923.4.4)과 치마길이가 짧아진 통치

마를 입은 여성(조선일보, 1923.5.11, 1923.11.9)이
동시에 모델로 등장하는데 이후는 주로 통치마를

입은 신여성들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교복 등에서만 착용되어 오던 통

치마가 사회내에서도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짧은

통치마와 기존의 긴치마의 이중구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1). 그런데 남자들이 1920에도 벌써

양복을 입고 광고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복식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쪽에서 더 빨리 수용되고 확

산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말의 부인의 풍속도가 소개된 것에는

적삼, 치마에 불란서 보일을 사용하고 겹우산을

들며 흰구두에 흰 양말을 신고 있다고 하여(조선

일보, 1929.6.25) 이미 우산, 구두와 양말이 사용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량한복과 함께 서

양복에서 쓰이는 소품들이 사용되고 있어 1910년
대에 비해 한복의 개량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

었다.
이러한 생활개혁운동의 영향으로 한복의 형태

는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1934년의 일간지에서

제시한 유행되는 한복스타일은 치마길이가 짧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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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치마허리 대신 좁은 어깨끈을 단 것으로 변

하였으며 저고리길이는 약간 길어졌고 소매통이좁

고 소매길이가 길어졌으며 깃과 동정에는 변화가

없다(조선일보, 1934.7.1)고 하여 형태면에서는 거

의 변화가 없으나 길이나 폭, 치마허리에서의 약

간의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다(그림 2).
기존의 한복과 개량한복의 장점을 비교한 개량

한복에 관한 기사(조선일보, 1936.1.1)는 옷고름대

신 단추를 단 것, 저고리길이가 길어진 점, 실용적

인 속옷, 색깔옷의 사용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복개량은 서양복이 소수에게만

접근가능하였으면서도 그 가시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변화로서 한복의 형태는 고수하면서 서양복

의 실용성과 편리함을 추구하여 그 길이와 폭에

변화를 주었다.

2. 적극적 변화기

1) 해방이후 1950년대의 개량한복

해방직후에는 전시에 착용하던 몸뻬와 간단복

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다시입게 되자 양장하던 풍

속이 주춤해졌다. 그러자 다시 전통적인 치마저고

리를 입었는데 길어진 저고리와 주름잡은 짧은 통

치마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었다(유
수경, 1990).

짧은 통치마는 의류물자부족을 해소하는 측면

에서 권장되기도 하였다. 즉 섬유류의 생산부족과

의류수입난으로 인해 1949년 신생활 장려추진위원

회에서 벌인 신생활운동에서는 동정과 깃이 없는

적삼에 폭수를 줄인 통치마로 정하여 예식과 외출

에 착용하도록 하였다(조선일보, 1949.5.29).
1950년대에 들어서도 한복에 활동적인 면을 넣

어 변형시키려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정부와 민간

단체 주도로 통치마 착용과 옷고름 폐지를 주장하

였다.
그런데 1950년대말에 제창되어 제작된 개량한

복들은 해방이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복의 길이

그림 1. 통치마와 긴치마에 대한 만평

(조선일보,1928.10.2)

그림 2. 통치마

(조선일보,19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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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폭의 변화 뿐 아니라 패턴에서의 질적인 변화

도 나타났다. 즉 서양복에서 볼 수 있는 다트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량한복이 사회내에 파급되면서 양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이 시기에 즈음하여 옷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된다. 즉 1955년 김난공

(조선일보, 1955.12.13)은 그 시대에 표현된 양장

에서 그 원리를 음영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제시

하고 있다. 음영이란 원래 입체적인 우리의 몸에

평면적 옷감으로 우리의 몸을 싸게 될 때는 필연

적으로 주름이나 다트(dart)가 생기게 된다는 것

을 이해하였고 입체적인 디자인일수록 음영이 많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량한복의 패턴에서는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

지면서 가슴을 덮게되자 통형의 저고리를 가슴을

살린 형태를 갖게 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가슴과

허리에 다트를 넣게 된 것(여원, 1962.12)으로 나

타난다. 이것은 그림 3과 같이 먼저 어깨허리에서

가슴과 허리에 다트를 넣으면서(여원, 1959.7) 시

도되었고, 덧저고리의 형식의 개량복이 소개되면

서부터는 그림 4와 같이 저고리에도 가슴다트를

집어넣게 되었다(여원, 1961.5). 그 당시에 유행하

였던 서양복의 X실루엣의 영향으로 허리를 꼭맞

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복의 어깨허리에서 허리

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이즈음 여러차례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한복

자체의 구성특성이 소실되게 되자 한쪽에서는 한

복고유의 특성을 지키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

다. 즉 한복을 예복으로 착용하고자 하는 의견과

움직임은 1950년대말경 일상복으로서의 한복개량

운동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싹텄다. 이에

부응하여 1965년도 이후에 예복으로써 발표된 한

복들(이경자, 1982)은 예전의 긴 치마저고리 형태

로 제시되었고 옷감, 색채나 문양 등 이전에 비해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예복이 많아지게 되었

고 길이와 폭이 다시 길어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제시된 개량한복들은 짧은 소매에 커프스

나 바이어스를 대는 등의 서양복과 다름없는 형태

를 보이게 되었다.

2) 1960년대의 아리랑드레스

1960년대 이후에 소개된 개량한복은 1950년대

에 제시되었던 한복개량안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한복에 서양복의 요소를 도입하였던 이전의 개량

한복에 비해 서양복을 착용하고 그 디자인에 한복

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그림 5, 그림

6).
1960년 한국디자이너협회 주최 신생활 디자인

쇼와 1960년 여성신생활복장행진(여원, 1961.8.화
보)에서는 한복의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깃과

길이를 변형시키는 등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개량

한복과 양복이 선보였다. 이시기에 제시된 개량한

복들은 해방이전에 제시된 것들에 비하여 대담하

게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어깨허리를 달아

원피스형태로 하였고 저고리는 필요에 따라 가볍

게 걸치는 볼레로식으로 하였다.
1961년에 소개된 개량한복은 하이웨이스트의

원피스와 볼레로자켓으로서 서양복의 투피스스타

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바이어스테잎을 두르거나

브로우치를 다는 등의 장식을 하여 서양복에서 사

용되는 방법들을 한복에 응용하여 소개한 것이다

(조선일보, 1961.7.6).
같은 해 재건국민운동 서울지부, 한국디자인협

회,한국배우협회 공동주최로 여성신생활복장행진

이 있었다(여원, 1961.8). 이 행사는 간편한 신생활

복을 입고 검소한 옷차림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그림 4. 저고리패턴에 들어간 다트. (여원, 1961.8)

그림 3. 치마허리패턴에 들어간 다

트. (여원, 1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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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서 진행되었는데 한복의 개량은 마찬가지로

하이웨이스트의 원피스에 볼레로식의 저고리로 제

시되었다.
위와 같은 투피스스타일의 개량한복은 구조적

인 면에서 볼 때 스커트의 옷감을 어깨허리에 같

이 사용한 점퍼스커트 형식의 스커트와 외출시 착

용하는 볼레로식의 자켓이다. 장식적인 면에서는

소매의 커프스나 바이어스를 대는 것과 저고리에

다트를 넣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한복을

서양복처럼 만들면서 깃모양이나 진동선 등의 한

복특징을 넣은 개량한복들은 한복같지 않아서 한

복다운 개량한복은 없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여
원, 1961.11).

대학의 의류전공자들에 의한 개량한복도 이 시

기에 제시되었다. 이화여대 발표회에서 제시한 개

량한복(조선일보, 1961.7.6)은 새생활운동에 입각하

여 의복의 간소화에 따라 개량한 것이었다. 이들

은 맞주름 또는 개더를 넣은 하이웨이스트의 원피

스 스타일과 저고리를 볼레로식으로 고치고 목선

을 깊게 판 것이다. 스커트와 볼레로에는 다트를

넣어 가슴을 살렸다. 한복의 특징을 살리려는 시

도는 깃과 끝동을 단 것인데 이것도 서양복의 칼

라나 커프스 형태로 만들어 따로 붙인 것이다. 장

식은 바이어스를 대고 옷고름대신 리번이나 브로

치를 달았다.
이 시기의 개량한복은 구조면에서 서양복의 형

식을 택했으므로 구성면에서도 서양복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그림 5. 개량한복.
(여원,1967.여름)

그림 6. 개량한복.
(여원,1967.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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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한 개량한복에서는 소매와 치마길이가 일정하

였던 한복의 틀을 깨고 계절에 따라 소매길이와

치마길이를 다르게 하도록 하였고(조선일보, 1961.
10.6) 스커트를 앞에서 여미도록한 것(조선일보,
1962.7.31), 랩스커트형식으로 하는 것(조선일보,
1963.6.19), 패티코트를 착용하는 것(조선일보, 1962.
7.31, 1962.7.31), 무를 대어 플레어를 만드는 것(여
원, 1962.12), 다트를 사용하는 것(여원, 1962.12;
조선일보, 1963.6.15), 바이어스재단의 사용(여원,
1962.12), 프렌치슬리브의 사용(조선일보, 1963.
6.15, 1963.6.19), 플랫칼라의 사용(조선일보, 1963.

6.19), 턱(tuck)의 사용(조선일보,1962.7.30, 1963.
6.19) 등이다. 이것은 한복은 이름뿐이고 내용적인

면은 거의 서양복의 것을 따랐음을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 당시의 패션쇼에 관련된 기사에는 서양복에

한복의 특징을 가미하여 제시된 의복을 ‘아리랑드

레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조선일보, 1963.
6.2). 이 기사에는 1963년 6월 8일에 있을 예정이

었던 한일친선 패션쇼의 서울공연에 관한 것으로

개량한복의 원형과 변형을 다룬 작품을 소개하였

다. 노라노여사(조선일보, 1965.5.30)와 앙드레김

표 1. 한복개량의 시대적 변화

시 기

항목
소극적 개량기 적극적 개량기

시기 해방이전 해방이후 1950년대 1960년대

변화주도자 민간주도 민간, 정부차원의 주도 민간, 정부차원의 주도

변화의 요지 길이의 변화
길이와 구조 일부의

변화
구조의 변화

특징
한복의 틀안에서의

변화

한복에 양장의 요소를

가미
양장에 한복적인 특징의 가미

명칭 한복의 개량 개량한복 개량한복 또는 아리랑드레스

저

고

리

전체특징 저고리길이가 길어짐

저고리길이가 길어지자

허리,옆선에서 다트를

넣음

저고리 대신 볼레로 스타일의

자켓. 바이어스재단도 보임

세

부

특

징

여밈 옷고름이 단추로 변함 옷고름이 단추로 변함
옷고름 대신 단추나 브로치 또는

조화를 사용

깃
기존 한복과 같음

깃넓이,깃길이의 변화
없어짐

없어지거나 또는 레이스나

바이어스 등으로 둘러 장식

깃모양으로 칼라를 만들어 붙임

동정 기존 한복과 같음 없어짐 없어짐

소매길이 기존 한복과 같음 짧은 소매
타이트소매 또는 반소매로 함

계절에 따라 소매길이를 달리함

소매밑단
기존 한복과 같음

따로 대지 않음

커프스 또는

바이어스장식

커프스나 레이스 또는

바이어스장식

진동 기존 한복과 같음 기존의 한복과 같음 없어짐. 프랜치슬리브 형태

치

마

전체특징
치마길이가 짧아짐.

주름잡음

치마길이가 짧아짐.
주름잡음

점퍼 또는 원피스 스타일로 변화.
때로는 랩스커트 또는 앞여밈

세

부

특

징

실루엣 통형 통형
무를 넣은 플레어의 실루엣

패티코트를 넣어 부풀림

주름형태 개더 개더, 플리츠 개더, 플리츠, 박스플리츠, 턱(tuck)

치마허리

다른 옷감으로 만들어

치마에 붙임. 치마허리

대신 좁은 어깨끈등장

치마허리에 허리다트와

가슴다트가 들어감

옷감을 같게하여 치마에 붙여

원피스의 개념으로 입혀짐.
다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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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65.5.30)의 패션쇼에도 모시, 베, 소창

등의 한국적인 옷감과 색깔을 사용한 아리랑드레

스가 출품되었다.
이러한 개량추세에 대한 반론(조선일보, 1965.

4.25)도 있었다. 이 의견의 요지는 의상자체의 균

형과 조화가 결함되어 보이고 치마저고리의단아한

멋을 깨뜨렸으며 목선이 깊이 파져 노출이 많은

서구식 드레스와 은폐적인 한복의 조화접속은 위

험한 시도라는 견해이다.
1969년경에는 옷고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단추나 브로우치로 대신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아리랑드레스는 서양복의 구조에 한

복의 특징적인 선을 넣어 디자인하였으며 구성방

법도 서양복의 것을 사용한 것이었다.

IV . 결 론

개화기 이후 서양복이 도입되면서 한복에 일어

난 변화를 1920년대 이후 조선일보의 마이크로필

름과 1950년대 이후의 의상잡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한복 개량의 시기는 변화 내용의 질적,양적 특

성에 따라 해방이전의 소극적 변화기와 해방이후

의 적극적 변화기로 크게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소극적 변화기는 기본적인 한복의 틀에서 벗어나

지 않았으나 기존한복의 길이, 폭과 치마허리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이며 적극적 변화기

는 한복의 구조에서 벗어나 그 이전 시기와 뚜렷

한 변화를 보였던 시기이다.
적극적 변화기는 변화특성에 따라 다시 해방이

후로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두 시기로 분류

하였다. 1950년대에는 서양복의 다트의 개념이 한

복에 도입되었으나 아직은 한복의 구조에서 서양

복의 요소를 가미하는 정도로만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서양복착용이 보편화되면서

서양복에 한복의 특징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

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서양복이 점차 일상복으로 자리잡게 되자 한복

은 1950년대말경부터 예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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