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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ith the advent of the new political regime of Jong Un Kim, North Korea is undergoing 
many changes, with its main motivation being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nges in clothing in North Korea under the new political climate. The research conducted a 
review on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y. For literature review, books and papers from studies re-
lated to North Korea have been reviewed. For the empirical part, interviews with diverse class of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Hanawon, videos on TV, 1,100 pictures and related articles 
from newspapers and Internet have been collected.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subtle changes in North Korean fashion started prior to the Jong Un Kim’s regime, but has be-
come full-blown since Kim's assumption of power. This proves that the country is not yet in-
dependent from its political situ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earance of Ri 
Sol-ju has liberalized the fashion concept of North Korean women, and the popularity of her 
trademark style has actually contributed to a more amicable image for Kim. Second, the “Hallyu” 
style has spread to Nor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has started new trends. Third, 
the diversification of fashion styles has been greatly accel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market, resulting from the economic revitalization policy. Last of all, Jong Un Kim’s direct or-
ders concerning fashion have resulted in some significant changes. The sophisticated uniforms of 
flight attendants and the development of luxury cosmetics being prime examples. As studies on 
this subject are extremely rar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o identify the changes on the clothing 
culture under Jong Un Kim’s regime, and to present an expanded view, as the two countries 
work towards an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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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한국 전쟁의 휴전으로 인한 남북의 특수한 정

치적 상황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민족은 상호 방

문과 교류가 미비한 상태로 지내왔다. 그 결과 자

유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과 폐쇄된 정권의 북한은

사회ㆍ경제ㆍ문화면에서 접촉이 제한되어 서로 상

이성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사회ㆍ문화의 시각적

척도인 의생활 부문에서 그 격차는 심화되었다.

의복에 관한 수령의 교시는 절대적인 권위로 작용

하였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당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영위할 수 있었던 의생활은 거의 유니폼 위주로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옷

차림은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

작했고, 의복 공급이 마비된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 변화가 더욱 본격화되어 2000년 이후까지 이어

졌다. 시장을 통한 의복의 유통은 북한 의생활에

다양성을 부여했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부제품의

유입경로가 되기도 했다. 특히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권력 이전 외에

도, 개혁개방으로 경제 건설에 주력하고자 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7월 공식

등장한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파격적인 패션은

큰 인기와 함께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북

한 의생활 변화는 당국의 정책은 물론 사회ㆍ경제

ㆍ문화적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의생활

에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향후 통일 한국을 향한 문화연구의

초석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 의생활 관련 연구 분야에,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하여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하

고, 확장된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

구로 시행되었다. 문헌연구로는 북한관련 연구 분

야의 국내외 단행본, 논문 등의 선행연구들과 이론

들을 조사하여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로는 하나원을

비롯한 공식기구 및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와의 면

담, 사진, TV 영상 자료,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

해 수집한 1,100장의 사진과 언론 보도 자료를 활

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사진자료의 수

집은 해방 이후부터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이전

기간과 출범이후, 두 기간으로 대별하였다. 출범이

후 기간은 구체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

까지를 그 범위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시기별

로 분류하고 키워드로 범주화하여 선정하였다. 각

키워드 그룹별 사진을 의류학 전공 석ㆍ박사 5명

으로 이루어진 패널과 토의하여, 대표적 이미지들

을 선정하였다. 연구 범위에 있어서 별도의 공간적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 중심의 자료로 나타났다. 북한

의 사회 구조적 특성상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탈북자 및 방북자, 대북 전문가들의 검

증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판단을 시도

하며 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의 복식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남과 북의 이념 차이는 사회ㆍ경제적 측면

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는 생

활양식 전반에 반영되었다. 남한은 미군정체제로

구호물자와 밀수품이 등장하고, 해외동포의 귀국

과 교류로 양장착용이 증가했으며(Hwang, 1995)

신분에 따라 제약되었던 복식의 평등화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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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무분별한 서양풍의 유입에 맞서 사치

를 자제하고 우리의 것을 확립하려는 자구책으로

복식개량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 북

한은 국가건설 과정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

지만 분단과 함께 섬유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

했고, 의복에 있어서 전통형식에 활동성을 고려한

복식개량운동이 실시되었다(Kim, 2012). 해방 직

후에는 남북 복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

했으며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1>은 해방직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변화를 정리한 내용이고, <Table 2>는 1950년대에

서 2000년대까지 복식변화의 큰 틀을 연구자가 정

리한 것이다.

2. 북한 의생활의 변천

북한 복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특

징적인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다

섯 시기로 구분된다.

1950-60년대는 인민복과 한복 착용기로 두 가

지 복식이 혼재되어 착용되었던 시기이다. 남자들

은 작업복이나 국방색의 인민복을 주로 입었고 재

일동포 북송사업의 영향으로 일부 고위층의 남성

들에게 신사복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여

성들은 검정 통치마, 흰 저고리의 조선옷과 일 바

지의 착용이 일반적이었고(Bae, 2010), 상류층 여

성의 경우 인견으로 만든 한복을 입었는데 1961년

‘어머니 대회’를 기점으로 일 바지의 착용이 금지

되었다(Lee, 2010).

1970년대는 인민복과 양복이 혼용되었던 시기

After liberation

South

Korea

-Doing clothes improving movement as a plan to remove luxury from thoughtless inflow of western

style, and establish Korean own things.

-The US military government system - appearance of relief good and smuggled goods

-Increase of taking Western clothes via overseas Koreans' homecoming, and exchanging

-Equalization of clothes once limited by status

North

Korea

-Rapid development through the process of nation construction

-Lack of textile material supply with division

-Clothes improving, considering activity based on traditional form

<Table 2>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n clothes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South

Korea

North

Korea

<Table 1> South and North Korea right afte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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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78년 10월 평양에서 최초의 패션쇼 ‘옷 전시

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1979년 4월 김일성의 유색

복장 교시에 따라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 착용과

함께 다양한 형태, 화려한 색상과 문양의 의복이

등장했다(Park, 2010).

1980년대는 북한에 양복이 정착된 시기이다.

1984년 김정일 전격 승계 후 고급 옷감 생산에 대

한 지시가 있었고, 같은 해 5월 김일성의 동구권

방문 후 중요 행사 참가 시 남성의 양복과 넥타이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여성의 경우 행사복에

한복 착용이 정착되고 양장이 일상화 되었으며

1982년 김일성의 여성복 노출허용 언급에 따라 소

매 없는 옷과 가슴이 파진 옷이 소개되었다(Park,

2010). 또한 1984년 9월 합영법이 발표되었고

1986년 2월 여성 바지착용과 국방색, 검정색 착용

금지에 대한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으며 1988년 2

월 의류, 니트, 신발 제품과 옷본이 전시된 경공업

전시관이 개설되었다(Lee, 2010). 1989년에는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로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형태에 대한 캠페인이 있었고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북한의 본격적 패션 도입시기로 시

장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의복의 국가공급 체계가 와해됐

고(Kim, Kim, Nam, Park, Seo, Shin, & Hwang,

2015), 이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확산된 시장을 통한 직접구매가 이루어지면

서 종전보다 다양한 패션을 선보인 것이다(Jeong,

2014). 1990년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가

선보였고, 1992년에는 강원도 원산에서 패션디자

인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기본적인 의상의 옷본을

수록한 패션화보 ‘옷차림’이 출간되고, 평양피복연

구소에서는 춘추의류전시회, 평양시 옷 전시회가

정기 개최되었다. 또한 천리마, 노동청년 등 각종

출판물을 통해 성별, 연령별, 계층별 옷본과 제작

방법이 소개되었고(Choi, 2015), 서구 패션이 유입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쫄바지, 치마

바지, 미니스커트의 착용이 늘었으며, 각종 영문자

와 그림이 들어간 복식도 등장했다. 1994년 6월에

는 조선 중앙TV를 통해 조선옷 품평회가 방영되

었고, 당 기관지와 매체에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

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2000년대는 패션성장기로 구분되는데 2001년 평

양에서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의 패션쇼 ‘민족 옷 전

시회’가 개최되었고, 2002년 이후부터 매년 봄 평양

에서 패션쇼가 개최되었다(Cho, 2001). 이 시기에

귀걸이 및 액세서리 착용이 확대됐고, 2008년 남성

들 사이에서 ‘슬림룩’의 양복이 유행하기도 했다.

<Table 3>은 북한의 의생활 변천에 대한 Cho

(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195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 의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정리

한 내용이다. 시기별 변화양상을 통해 사회 구조적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미적 감

각에 대한 욕구가 부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개방의 시작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북한사회에 많은 변화를

Period Defining Characteristic

1950-1960 Era of wearing Mao Jacket (North Korean traditional) and Han-bok

1970 Era of using Mao Jacket and Han-bok together

1980 Era of settlement of Western clothes

1990 Introductory stage of fashion

2000 Developing stage of fashion

<Table 3> Changes of North Korea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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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기본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20년간 권력승계를 준비했

던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2009년 당 지도부에

의해 후계자로 결정되고, 2010년 북한군 대장 칭

호를 받은 직후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

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그 지위가

공식화 되었다(Kim, 2016).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4월에 이

루어진 김정은 체제로의 급속한 권력승계는 권력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은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

등의 법규수정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김정일 체제

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당과 국가기구도 정

상화 되었다. 체제 출범 후 개혁ㆍ개방 정책이 시

행되었는데, 이는 체제 안정을 도모하며 정치ㆍ경

제적 측면에서 다른 면모를 보인다. 정치에 있어

서는 사회통제를 위한 기구 개편과 조직 개혁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체제에 위험요소

가 될 수 있는 기득권을 제거하고, 새로운 엘리트

를 발굴함으로써 지지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

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장마당)의 허

용과 규제완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방정책들이

시행되었다(Jung, 2014). 국가주도의 시장중심 평

양 소비붐을 조성하는 등 체제 초기의 경제정책들

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방의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경제

특구를 설치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

였다.(Kim et al.2015) 대외투자유치를 위한 외교

적 행보도 보였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국경을 통해 한국이나 중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가 유입되기도 했다. 김정은의 지

시로 2012년 창단된 모란봉 악단은 체제결속과 새

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는 의도와 함께 외부문화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

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등장과 행보는 김정은

체제의 주민친화정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도했다.

Ⅲ.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양상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

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며 이

러한 정치적 변화는 북한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며 의생활에 있어서도 변화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김정은 체제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의생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로열패밀리의 등장과 의생활 변화

2012년 7월 김정은과 동행한 여성의 사진이 언

론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신상에 대해

부연설명 없이 20여일이 지난 7월25일 언론은 김

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는 표현의

보도를 통해 실명을 거론했다(Byun, 2015). 이례

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등장은 김정은 체제에서 퍼

스트레이디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예고했다. 북한

주민들은 <Fig. 1>과 같은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

설주의 모습에 호감을 가졌고, 이러한 평가는 김

정은 체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

다. 퍼스트레이디의 전격공개와 파격행보는 김정

일 시대에는 극히 드문 경우로 이는 김일성 집권

기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은 ‘인민의 어머니’로 추앙되며 김일성의 수

행과 독자적 대외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김정은과 이설주의 행보는 정책방향과 대내외 활

동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활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언론에 노출된 이설주의 모습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김정일의 주민친화정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의도된 잦은 노

출로 주민들이 이설주의 스타일에도 큰 관심을 가

지며 따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Lee, 2013).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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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디 이설주가 공식석상에서 선보인 바지차림

도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 엄격한 단속대상이었으

나 2009년 이후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던 여성의

바지착용 금지에 대한 비공식적 허용의 계기가 되

었으며 <Fig. 2>, 이를 통해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설주의 공식 등장은 ‘옷차

림 자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보수적인 북한사회

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Fig. 3>과 같이 몸에 맞

는 짧은 치마와 가슴이 파인 상의, 클러치, 헤어스

타일 그리고 김 부자 배지 대신 브로치를 착용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식석상에서 이설주의 모습 중 대부분에서 <Fig.

4>와 같이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클러치를 들고 있는데, 사치품의 소비를 막고 있

는 북한 체제에 대한 반발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클러치를 반복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설주의 패션은 북한 여성들에게 선망과 모방의

대상으로 <Fig. 5>와 같은 스타일이 크게 유행 했

고, 북한 패션사의 변곡점이 되었다. 하이힐을 선

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Fig. 6>과 같이 여군이

군복에 하이힐을 신는 모습까지 보였고. <Fig. 7>

과 같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도 ‘패기머리’로 불리

<Fig. 1> Fashion of royal family, Jong Un Kim, North Korea's Defense Commission chairman, and his wife, Lee Seol-ju.

(yonhapnews, 2016)

<Fig. 2>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permitted pants and prohibited pants

(JTBC NEW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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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김정은 체제

의 출범과 함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행보는 고

도의 이미지 정치로, 안정적인 가족의 모습을 통

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친근

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2. 대외무역확대와 한류열풍의 영향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경제 개발을 위

한 대내외적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장의 허

용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가 하

<Fig. 3> Fashion of Lee Seol-ju

(left)Black one piece and jacket (mid)Dot one

piece and white jacket (right)Black one piece

and dot jacket

(Unification Media Group, 2012)

<Fig. 4> Lee Seol-ju, holding clutch bag (left)(mid)(right) Christian

Dior clutch bag

(Nambukstory, 2014)

<Fig. 5> Popularity of Lee Seol-ju's fashion Trend of one piece dress and high heels with Lee Seol-ju's style

(left) Lee Seol-ju, (right) imitating Lee Seol-ju

(Joongang Dai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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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외투자유치와 무역확대에도 적극적이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8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 16개국

에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COI, 2014). 북한의 대내외적 활동은 외부 문

화의 유입 경로가 되며, 실제 중국 국경지역을 통

해 중국이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문화콘

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2012년 체제출범과 함께

김정은의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체제안정화

와 외부문화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분석

되는데, <Fig. 8>과 같이 모란봉 악단 역시 한국

걸 그룹의 패션을 모방하는 모순적 현상도 나타난

다. 모란봉 악단의 인기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단

발머리와 염색한 머리가 유행하고, 성형수술을 받

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

로 중국 수입 의류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패션

스타일이 화려해졌으며, 남한 스타일의 유행으로

한국 중고 옷이 인기를 얻었지만 사회적 통제로

인해 공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잡지를 보고 개인이 제작해서 입기도 했다.

중국이나 남한에서 제작된 CD, 방송 등을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된 한류의 영향은 북한

패션의 빠른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Fig. 6> Female soldier in the area of North Korea and China's border

line, patrolling with riffle and high heels

(Joongang Daily, 2014)

<Fig. 7> Hair style of Jong Un Kim, short

cutting front and back hair

(Joongang Daily, 2014)

<Fig. 8> Moranbong band, called as North Korea's Girl's Generation,

and Girl's Generation's marine look(left) Moranbong band, (right) Girl's Generation

(Unification Media Grou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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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친화정책과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평양스타일의 형성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

가공급체제가 중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형성되었다(Choi

&Lee, 2014). 시장은 김정은 체제의 주민친화정

책을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되어 2015년

을 기준으로 400여 개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와는 다른 맥락의 시장경제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통제 가능한 정도로 국가재정

<Fig. 9> Chanel style in North Korea

(left)skirt and pants(Nknews, 2015), (mid)skirt and high heels(Nknews, 2015), (right)women’s fashion (Nknews, 2015)

<Fig. 10> women’s fashion in North Korea

(left)Trench coat, (mid)skirt and high heels, (right) skirt and sneakers(Nkpeople, 2015)

<Fig. 11> women’s fashion accessory in North Korea

(left)high heels, bag and umbrella, (mid) umbrella and high heels, (right)Bag and high heels (Nkpeop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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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체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직접구매방식은 주민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고 의생활에 있어서 그 변화는 두드

러진다. 북한의 의생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

는 다양성이다. 이는 체제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화려한 컬

러의 의류제품 구입이 가능하고, <Fig. 9>와 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평양의 고급 상점가인 모란봉구역

북새거리에서는 가격이 1만 달러가 넘는 한정판

롤렉스(Rolex)시계도 팔리고 있다. 시장을 통한

비교적 자유로운 공급은 북한 패션에 다양한 스타

일을 만들어냈고, 생활의 정도나 패션에 있어서

앞서있던 평양의 패션을 ‘평양스타일’이라 했다.

<Fig. 12> woman‘s wearing skirt and high heels

(left)two-piece suit, (right)Mini skirt (Ohmynews, 2015)

<Fig. 13> Crew members in North Korea

(left)Flight Attendant Uniform(The Korea Herald, 2015), (right)Flight Attendant Uniform(United Korea, 2013)

<Fig. 14> Hair style of North Korea

Sample of the newest hair style in Changkwangwon, Pyoungyang

It is only available for high ranking officials with money and power.

(NEMOP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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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스타일은 <Fig. 10,11,12>와 같이 짧은 스커트

를 입고 하이힐은 신은 모습으로 대표된다.

<Fig. 15> A man trimming with the newest style at

Changkwangwon, the complex cultural center

(Joongang Daily, 2014)

본 절은 김정은 체제에서의 사회적 현상을 통

해 나타나는 의생활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로열패밀리의 등장과 한류열풍,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패션의 변화를 주도했다. 그

이외에도 김정은의 관광산업 활성화 지시로 <Fig.

13>에서와 같이 현대적인 화장과 패션의 스튜어디

스가 언론에 공개됐고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 고급화장품의 개발

이 증가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기본적

으로 18가지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양 창광

원의 고급미용실에서는 <Fig. 14,15>와 같이 그보

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샘플들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의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완벽

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사회ㆍ문화적 현상과 연

관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Ⅳ. 결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5년 동안 북한 사회는,

대외적으로 최근의 정치ㆍ군사적으로 위험한 행보

이전까지는 큰 틀에서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선회를

보여 왔다. 특히 사회체제 및 구조에 있어서의 개

혁과 경제ㆍ외교에 있어서의 개방을 중심으로 대

외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강권통치

와 병행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성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신년

사를 통해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고,

내부정치에 주력하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노선 변화를 예고하며,

같은 해에 당 지시사항으로 5년 만에 여성의 바지

착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정

치행보를 보이던 김정은 체제하에 사회ㆍ문화ㆍ정

치ㆍ경제적 변화를 거듭한 북한은 그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의생활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첫째, 퍼

스트레이디 이설주의 등장으로 여성들의 옷차림이

자유로워졌고, ‘이설주스타일’이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며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북한 내에 한류가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패션이 크게 유행하였다. 셋째, 경제 활성

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스

타일의 패션이 등장했다. 넷째, 의생활이나 패션에

관한 김정은의 직접적 지시들이 관찰되었으며, 그

결과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스튜어디스가 등장하

고 고급 화장품이 개발되었다.

김정은 체제하에 일어난 북한 의생활의 변화를

체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든 변화가 김정은 체제의 의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체제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복

에 관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으나, 감각적

문화양식이라 할 수 있는 패션의 내재적 힘이 북

한 주민 의생활의 체제적 통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국경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야기했으며,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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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한 패션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

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한 것이 발각되면 총살형 까

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

족이다. 의생활에서 감지되는 일탈이 아직은 체제

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며, 당국의 규제

역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 완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극히 제한적이었던 북한

의생활 관련 연구 분야에,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

운 변수를 적용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관련 정부부처, 연구소, 언론사 등에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한 통합

문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집된 자료 역시 정책

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

는 기사 및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통한 세밀한

사회변화와 그와 연관된 의생활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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