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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reatise, distinguishing the Korean in modern times who abruptly came to appear as 
newly-flowing group in the 1990 into 10, 20 and 30s respectively and giving new appellations like 
New kids for teenages, X-generation for 20s, Missy for 30s, is for search of their clothing 
phenomena.

In this research, I have investigated several major factors which caused rapid developments 
and changes in clothes and present situation of various causes influanced by clothing phenom
ena, value in their life,, tendencies, life style of these ranging from teenages, so-called New 
kids, to X-generation, forming wide scopes of clothes and to 30s, so-called Missy appearing with 
instigating another dimension of sensational turning-point in the field of fash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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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96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과 가속에 힘입 

어 패션은 자연스럽게 '군중행동의 양상'으로 이 

해되어 왔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그 의 

미를 상승시키며 단순히 여성 옷만이 아닌 인간 

생활 영역 전면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확대되기에 

이르렀는데。이와 같은 양상은 사회 제분야에 걸 

친 젊은 층의 부각으로 이어졌고 그리하여 그들 

은 정신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복식을 비롯한 생활 

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대화와 

자유를 구가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는데2)이 

러한 데에는 1980년대 말부터 급부상하게 된 소 

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 청소년 층에서 확산되 

어 온 패션유행이 적잖이 그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간 국내 에서 발표된 신세대 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20대 여성에 그침으로써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삼십년으로 잡을 때 포함되는 10대와 

30대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남성들 

에 비해 패션에 관심 이 많고 의복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신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들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복식양식을 파 

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신세대들만의 신(新)문화에 보 

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의의있는일이라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에 대한 정의를 “사회와 

문화가 다양해지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교체가 급변화되면서 등장한 오늘의 젊은 세 

대”로 규정지었으며 연구방법으로 이들의 등장 

배경에 관련된 자료는 그간 출간된 논문이나 신 

세대 관련 문헌과 각종 신문, 잡지의 기사 둥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의복행동과 관련된 자료로 

는 신한종합연구소의 트랜드21과 패션잡지인 섬 

유저널(1993년〜1995년), 그리고 각종 신문이나 

월간지 및 학회지 둥을 살펴보았다.

n. 1990년대 신세대의 등장배경

1.1990년대의 시대적 배경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생 

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 치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도 급진전되고 있 

다. 그리고 정보화사희의 진전으로 탈산업사회적 

기초가 마련되고3)국민교육 수준의 향상, 매 스커 

뮤니 케 이션의 발전, 도시생 활 문화의 전국적 인 

확산으로 사람들의 라이 프스타일 이 나 생 활관도 

크게 일신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전후세대인 베 

이비붐 세대나 신세대의 비율이 급증하여 과거와 

는 다른 다양한 가치규범 이 온 사회를 휩쓸고 있 

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생 활의 다원화 현상은 소비스타일 에 도 

영향을 주고 있어 과거의 대량소비시대에 보여주 

던 획일화된 소비형태가 점차 붕괴하고 소비의 

개성화 • 다양화 •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호소비형 

태가 부상하고 있다. 끝으로 개방화 추세가 가속 

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 행동 - 소비경향 • 문화 

감각 둥이 세계 조류와 함께 호흡하는 정도가 비 

슷해지고, 그 결과 생활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상에 

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의 우리 생활은 커다란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4).

2. 신세대의 등장배경

1)10대-뉴키즈

10대들은 신세대의 특성을 대체로 공유하면서 

도 더욱 극단적인 개인화, 예측불가능한 T.P.0 
(Time, Place, Occasion)지향, 싸이버펑크(cyb
erfunk) 형 문명관, 양성성 (androgynous : 남녀 

구분이 사라짐)현상과 같이 그 실체를 정확히 파 

악하기 힘든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뉴키즈'라 

1) 섬유저널, 저널에세이 "21 세기 패션의 향방”, (1995. 8), p. 97.
2) 섬유저널, 저널에세이 “21세기 패션문화”, (1995. 1), p. 113.
3) 대통령자문위원회, "21 세기의 한국”, 서울 프레스,(1994), p. 121.
4) 트랜드 21, "우리나라 생활의 패러다임 시프트”, (1994), pp.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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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여 신세대와 또 다른 구분을 하고 있기도 

하다.

X세대에 이은 차세대 패션주역으로서 기존의 

10대와는 전혀 차별화되는 이들은 14세부터 19세 

가 핵 심 (core zone)을 이루고 있다. 즉 중 ■ 고둥 

학생과 대학 1학년생까지 포함되며 최근 끊임없 

이 매스컴을 통해 주목되었던 X세대의 부산물이 

라 할 수 있다. 그간 이들 10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복착용율이 86.1%에 

이르러 그다지 패션업계의 주목을 받아오진 못했 

다. 그러나 전후 세대로서 경제성장기에 청소년 

기를 보내며 고등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들의 부 

모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과 영향을 받은 결과 기 

존의 10대와는 차별화된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2) 20대"세대

실질적으로 X세대라는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 

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46세의 클린턴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계기로 미국정부와 기업의 

주요조직들이 비록 거의 전후(戰後)세대로 채워 

지기 시작하긴 했으나 광고업계 에서는 새롭게 소 

비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X세대들이 독점적 위 

치를 누리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광고전문지 '에 

드버 타이 징 에 이지 (Advertising Age)'는 93년 2 
월호에 커버스토리로 X세대 특집을 다루면서 

"만18세부터 29세까지 4천6백만명에 이르는 젊 

은 세대가 앞으로 미국문화의 지배자이자 새로운 

소비군단으로 등장했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이 

렇게 시작되어 널리 퍼지게 된 이「X세대」라는 말 

은 우리나라에서 (주)한국화장품의 '트윈엑스，광 

고 CF를 통해 화려하게 둥장했고 이는 현재 미국 

에서 통용되고 있는 X-Generation에서 따온 말 

로 넓게는 18〜30살의 연령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6).

신세대 중에서도 1970년 이후 출생자로서 20대 

가 주축이 되는 이른바 X세대는 TV가 우리사회 

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해 성장해 온 

세대로서 산업화의 추진과 성공, TV둥 방송매체 

의 둥장, 전통가족 구조의 붕괴, 실용적 학문의 

붐, 교육 평준화 둥을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했다 

7,. 즉 기성세대와는 달리 물질적 풍요속에서 성 

장한 세대이며 핵가족화의 진전과 정보산업 발전 

등의 시대적배경에 의해 감각적이고 개방적인 특 

성을 지니면서 현대 과학기술이 낳은 갖가지 문 

명의 이기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소유하고 이용하 

며 자란 세대로서 의 특질을 지닌다.

3) 30대-Missy
1960년대부터 눈부신 경제개발로 숙명적인 가 

난과 절대빈곤을 처음 벗어나고 성장기에는 1970 
년대 경제성장의 단 열매를 직접 향유하면서 자 

라난 세대가 바로 최근 신(新)소비층으로 떠오르 

고 있는 30대들이다.

이들을 미씨족'이라 부르게 된 출발점은 1994 
년 초반에「나는 미씨-그레이스 백화점」이라는 

카피를 내세운 서울의 그레이스 백화점 광고砂로 

부터였다. 이 용어는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새로 

운 타겟으로 30대를 겨냥한 의류상표와 액세서리 

업체를 입점시켜 경영마케팅 차원에서 새롭게 개 

발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30대와는 

현저 하게 다른 소비성 향을 보이는 이들은 왕성 한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내 에서도 중추적 역 할을 담 

당하는 계층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신세대와 기성 

세대간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세대적 감각과 의식,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하고 있어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교량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특 

히 30대 어머니 세대인 미씨족들은 우리나라 최 

초의 신교육을 받기 시작한 신여성 1세대들로 여 

성에게 고졸 이상의 학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9)가난과 전쟁을 경험했지만 높은 교육 

열을 가진 신여성 어머니들의 영향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대졸이 대거 늘어났고 적어도 고졸 이 

5) 섬유저널, “특집, 수퍼주니 어를 주목하라”, (1995. 9), p. 114
6) 한국인 트랜드, "새로운 세대, 그들이 몰려온다”, (1994), p. 18.
7) 섬유저 널, "93 MD Point”, (1993. 2), p. 67.
8) 김선희,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서 미씨(Missy)의 가치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30대 여 

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복식문화연구, 저)3권 제2호, (1995), P. 374.
9) 섬유저널, "미씨족 출현", (1993. 10),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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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학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대학생활 

을 경험한 1980년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불 

안정한 시기로서 이로 인해 정치 의식이 높다는 

것도 30대의 공통된 특성 이고 더우기 1983년 전 

면 실시된 교복자율화와 그 이전부터 이미 실시 

된 두발자유화는 이들에게 캐쥬얼(casual)을 자 

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옷을 입을 줄 

아는' 첫 세대로 기억되게 하기도 하였다 1°). 교복 

자율화 1세대가 이미 30대에 입문해 있는 것이 

다.

m. 신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

1. 신세대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1)10대-뉴키즈

이들은 행동이나 사고가 인스턴트식으로 즉각 

이루어지고 햄버거 둥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자 

란 세대라는 의미에서 인스턴트세대라고도 불리 

워지는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매사에 금방 싫증 

을 나타내므로 한가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모든 일에 급해서 음식도 오 

래 걸리는 것을 싫어하며 주문 즉시 먹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깊이 생각하여 행동에 옮기 

기보다는 즉흥적 이고 충동적으로 일을 처 리한다.

그리고 오히 려 '남들만큼', '남들과 같아지 려는' 

소비스타일을 회피하며 개성화 • 차별화 추구로 

10인10색을 지향하고 전형성을 거부하여 자기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이처럼 남과 

다른 것을 모색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으 

로부터의 강요나 지시를 싫어한다.

또한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보는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기기를 이 

용하여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이 

다. 이밖에도 잡지와 친구를 통한 정보교류도 매 

우 활발하고 패션잡지를 보면서 자신의 패션스타 

일을 생각하고 실내디자인 잡지를 통해 자신의 

방을 꾸미기도 한다 1D.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중 

에는 외부와의 교류를•피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나흘로족'이 늘고 있는데 이 

들의 특징은 타인 심지어 가족의 간섭을 받기 싫 

어해 '밖에서 집으로,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며 

생활공간을 스스로 좁힌다는 것이다. 이들의 안 

식처인 방은 작은 문화 공간으로서 오디오, 컴퓨 

터, TV, VTR 등을 갖추고 음악감상, 전자게임, 

PC통신 등을 흘로 즐기는 게 취미생활이고 세속 

적 의미의 성공이나 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 

만의 안락한 생활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다 12).

2) 20대-X세대

X세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평범한 일 

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감수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특히 기성세대가 만 

들어 낸 문화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이 개성추구 

세대는 일상의 억압에서 탈출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 특히 획일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냄새 

를 싫어한다.

우선 물질적 풍요 속에 성 장한 X세대는 생활에 

있어서 유락(遊樂)가치를 중시하고 '호불호(好不 

好)'의 즉각적이고도 감성적인 기준을 통해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 하는 생 활태도가 일 

반화되어 있다. 이들은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유 

년시절에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맛봄으로써 그 어 

느 세대보다도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소비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생활의 지향성도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에 고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보다는 기계와의 접촉 

기회가 증가하면서 생활범주가 매우 개인화되고 

있어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 행동, 대인 

접촉의 기피, 배타적이고 협소한 세계관 둥 자신 

의 생활에만 집착하고 안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 

여주고 있기도 하다. 기성세대로부터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세대' 라고까지 일컬어지는 X세대 

의 독특한 의식구조와 생활형태는 분명히 산업사 

회의 집단적, 효율적, 획일적 세계관으로는 설명 

10) 섬유저널, 앞글, (1993.10), P. 286.
11) 트랜드 21, "주역으로 나선 신세대”, (1994), pp. 191-193.
12) 동아일보, "가정생활”, (1995. 8. 26), 17면.

13)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 :”압구정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 (199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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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전혀 낯선 것이다13).
이들은 단순히 생존, 생활의 차원을 넘어 인생 

을 즐긴다는 그 가치를 중시하며 생활의 주관적 

인 만족을 위해 패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구 

매에 있어서 이들은 소유보다는 사용에 의한 만 

족을 추구하며 상품의 질보다는 그것을 판매하는 

장소가 제공하는 분위기와 서비스 둥의 복합소비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갖는 특징은 

커피전문점에서도 드러나 타인을 개의치 않는 것 

처럼 스스럼없이 행동을 하지만 이들의 옷차림은 

유행에 민감한, 적어도 세심하게 선택되고 코디 

네이트된 흔적을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 

람이 어떤 옷과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심히 찾아내기도 한다. 물론 본다는 것 

은 곧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 

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14)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자유로움은 이들 

X세대가 지닌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전적으로 반 

영한다.

3) 30대-Missy
현재 우리나라의 미씨족은 가치관과 라이프스 

타일, 패션 성향과 소비형태 둥에서 과거세대와 

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 

은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성세대 속의 신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미씨들의 특징은 그들의 라 

이프스타일과 사고방식, 패션의식과 소비형태 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 

혼때에는 직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결혼 후 양친과 

별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가정 이나 아이 중 

심 의 사고방식 에서 부부 중심 의 사고방식으로 바 

뀌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15). 이러한 

30대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적 기반위에 상 

당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늘어 난 여가시 간을 이용 

해 주부 자신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부각된다. 이들의 소비형태를 보면 몇가지 특징 

적 인 사항이 있다.

첫째, 생활의 고급화 경향이 크다. 상당히 고가 

상품이라 해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일치된다 

면 구입하여 질적으로 높은 생활의 만족을 얻으 

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활동교류 지향을 발견할 수 있다. 취업주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생활반경을 넓혀 시 

대감각에 맞는 놀이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성향 

이 크므로 타인과의 교류를 도모하려고 한다.

셋째, 문화적 창조지향이 강하다. 정보화사회 

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 정신면에서의 충족을 위 

해 노력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린 창조활동에 열 

심이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함을 지향한다. 현재의 건 

강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 

극적인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에 관심 이 많은 편이다.

다섯째, 생활을 효율화하고자 한다. 생활시간, 

생활공간 등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고 합리적인 

생 활을 지향한다 16).

2. 신세대의 의복행동

1)10대뉴키즈

(1) 동조성 패션의 경향

여성의 생활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기 

전 소녀들의 우정을 나타내는 부호화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녀들의 비슷하게 옷입 

기는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다니며 똑같은 패션 

을 창조해 내어 주윗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 

는 다분히 강한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10대들 

의 동조패션으로서 그들만의 결속력을 다져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거리를 활보하는 10대들의 모습은 배꼽티, 힙 

합(hip hop)바지, 찢어진 청바지나 아예 밑단을 

잘라버 린 반바지 가 주류를 이루며 기 본적으로 바 

지 주머니에는 모두 삐삐(beeper)를 꽂고 다니 

며 똑같은 옷차림에 같은 연령대의 동료들이 모 

여 있는 거리를 느낌으로써 그들만의 패션을 창 

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14)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앞글, (1994), p. 224.
15) 김선희, 앞글, (1995), p. 374.
16) 트랜드 21, "소비를 리드하는 여성", (1994), pp. 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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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주얼 선호의 경향

14세부터 19세까지의 10대인 수퍼주니어들은 

우선 디자인이 좋은 옷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 

을 즐겨 입고 주로 세일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 

매장에서 구매하여 정장보다는 캐주얼을 선호한 

다 17). 우리나라 10대들은 상표 로고(logo)나 심 

볼 마크(symbol mark) 가 깔끔하게 인쇄된 T셔 

츠나 그들의 젊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진팬츠 

(jean pants), 짧은 팬츠나 7부팬츠의 캐주얼 의 

류를 일상복으로 여기고 있다 18). 또한 자연스런 

연출에 작고 귀여워 보이는 옷을 즐겨입고 그중 

일부는 나이 에 비 해 이른 화장을 하기도 한다.

(3) 연예인의 의복행동 모방의 경향

패션에 대한 이들의 성향은 우선 주관이 뚜렷 

하지 않아서 모방하고 싶은 심리는 유행성향을 

여과없이 막바로 받아들여 이를 추종하는데 특히 

TV의 인기 있는 프로나 배 우의 옷차림 은 금방 10 
대들의 착장에 영향을 미쳐 김건모의 레거】 (reg
gae) 패션,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패션, 홍진경 

등 일부 인기있는 스타들의 옷차림 은 10대들의 

문화를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반항을 불러 일 

으켰다. 10대들 사이에서 가수나 탤런트의 노래, 

춤, 화장 등은 그들의 우상이 되고 이들은 그들을 

통해 유행하는 패션정보, 미용법, 액세서리 고르 

는 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4) 그룹패션의 경향

이들은 강력한 자신들만의 결속집단을 형성하 

여 폭발적 인 수요를 나타내며 같은 복장, 같은 스 

타일과 행동을 유발하면서도 끊임없이 남들과는 

다른 것을 갖고 싶다는 차별화 의식과 강력한 자 

아의식을 갖고 있어 그들 그룹내에서도 조금씩 

변화된 차별화를 추구한다. 또한 패션에 대한 의 

식은 주위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눈여겨 

보는 편이고 두드러지는 옷이라도 마음에 들면 

무조건 입으며 새로운 유행은 빨리 받아들이고 

옷, 머리모양, 액세서리 둥을 바꿔 늘 새롭게 보 

이려고 애쓰기도 하며 유명상표의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 

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입기 싫어져서 

상표지향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을 나 

타내고 특히 옷을 사러 갈 때는 대개 다른 사람과 

함께 감으로써 집 단적 인 구매성 향을 강하게 보여 

준다 19).

(5) 헤어스타일

이들은 일반적으로 긴 생머리를 선호하나 이들 

에게는 학생신분에 걸맞는 귀밑 옆단발이나 숏컷 

트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단조로운 스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헤어핀으로 멋을 부 

리기도 하고 바깥으로 컬을 말은 복고풍인 소도 

마끼 ( :，卜 •▽牛)스타일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 보이고픈 욕구가 작 

용한 경우라 볼 수 있다.

2) 20대"세대

(1) 불균형적인 조화의 연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착 

장법 중 주목되는 것은 불균형적인 조화로서 이 

는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 

질적인 것들끼리의 조화를 말하는데 소재는 물론 

이고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위하 

다. 진팬츠에 정장 쟈켓, 다양한 색상의 넥타이까 

지 동원한 차림새는 이젠 출퇴근복으로서도 별 

무리없는 패션이 되었다. 또한 아웃웨어(out 
wear)와 이너웨어(inner wear)가 교차되는가 하 

면 드레스에 배래모를 착용하기도 하고, 또 정장 

에 쌕(sack)을 메기도 하고 캐시미어 롱코트에 

청바지 차림이 나타나기도 하며 짧은 미니스커트 

에 군화를 신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2) 다양한 진패션의 연출

X세대들의 패션문화는 자신들의 안팎치장에 

있어 거리낌없는 발산과 창의력이 그들의 특징이 

자 힘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멋을 추 

17) 섬유저널, "특집 떠오르는 소비자”, (1995. 9), p. 113.
18) 섬유저널, “유니섹스”, (1995. 9), p. 129.
19) 섬유저널, 앞글, (1995. 9),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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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정서와 감각이 담긴 

패션영역을 고수하길 원하는데 이러한 X세대들 

의 의복행동을 진 패션을 통해 알아보면, 다양한 

핏(fit)연출이나 찢어입기, 색칠해 입기, 접어입 

기 등과 함께 자신의 개성이 돋보이게 하는 무수 

한 착장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잡화와의 코디네이 

트도 중시 하는 부분이다2°).
야외생활에서만 적용되던 진이 도회적 감각으 

로 새롭게 유행되어 승격과 함께 범위의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에幻)신세대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 

었던 세대와는 달리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고민 

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담한 노출패션의 연출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여성들의 과다노출이 

크게 유행하여 허벅지까지 올라간 초미니스커트 

와 짧은 반바지, 그리고 시원하게 파인 상의와 가 

슴만 가린 티셔츠 등으로 차려 입은 20대 여성들 

이 점차 늘어남을 알 수 있다. 93년도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이 배꼽티는 더욱 짧아져 허리 

를 완전히 노출시켰거나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브라 탑(bra top)도 자주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노출패션에 대해 X세대들은 배낭여행을 다녀온 

유럽에서는 노출이 생활화되어 누가 벗고 다니건 

말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보수적22)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노출패션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4) 광택패션의 연출

94년도에는 특히 유행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 

다는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대학가나 서울의 명 

동거리에 나가보면 번쩍거리는 옷이나 소품으로 

멋을 한껏 낸 X세대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94년 말 등장한 광택나는 옷이 95 
년 봄에 재킷, 블라우스, 스웨터 등 단품중심으로 

다양하게 선보였고 이에 맞춰 구두, 가방, 모자, 

양말 등 잡화나 액세서 리에도 광택소재가 도입되 

었다. 광택소재의 옷은 쉽게 남의 시선을 끌어 연 

예인 둥 일부에서만 입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X세대들의 성향 

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유행품목으로 떠올랐고 또 

한 비닐코팅 소재 의 의상들도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일부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끌 

었던 것이다20 21 22 23 24).

20) 섬유저널, "컬러르포”, (1993.11), p. 233.
21) 섬유저널, "신세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1993.2), p. 169.
22) 동아일보 "아슬아슬패션 /폭염도심 누빈다”, (1995. 7. 31), 31면.

23) 동아일보, 신세대 여성 눈길끌기 패션”, (1995. 3. 26), 9면.

24) 중앙일보, (1995. 11. 28), 45면.

(5) 계절파괴패션의 연출

X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무더위에도 목높은 워 커부츠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겨울에는 반팔의류를 선호하여 

계절파괴패션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여름에 

도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나 긴팔 의류의 겨울 

용 품목이 이들에게 선호되었고, 겨울에는 반팔 

은 반팔이되 여름반팔과는 달리 털이 보슬보슬하 

고 보온성이 뛰어난 앙고라소재의 옷이 선호되었 

다. 또한 최근에는 웃옷은 꽉끼게, 바지는 헐렁하 

게 입는 추세로 앙고라 반팔의 디자인은 대부분 

몸매를 드러내 자기를 과시하는 스타일이고24)이 

위에 숄과 판쵸를 덧입는 패션을 연출하기도 한 

다.

(6) 세계적인 상표 지향성

이들은 변화와 새로움에의 욕구충족으로 멋부 

림을 즐기고 패션정보에 민감하여 새로운 것은 

빨리 손에 넣으려 하며 이들의 패션감각은 세계 

적인 경향과 조류를 같이 하여 그것을 모방한 후 

에 다시 자기화하여 독특하고 세련되게 연출하는 

성격이 강해서 이미 시기적절한 해외 유명패션지 

를 정보원으로 하고 있고 시각세대답게 정확한 

눈으로 장점을 찾아낸다.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 

나 셔츠 한 장도 이들에겐 국내외 유명상표의 제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러면서도 평 

상시에도 편안함으로 멋을 부릴 수 있는 것, 젊은 

이의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7)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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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패션거리의 20대 여성 

들의 의복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를 뒤로 올려서 핀으로 고정시켜 놓거나, 

짧은 단발에 바깥말음으로 상큼하게 표현하고 있 

다. 이외에도 근래에 들어 명동이나 압구정동 번 

화가에서 핑크빛 또는 금발이나 은발의 가발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스포츠모자, 

헤어밴드 대용의 선글라스와 함께 패션가발이 거 

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는데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어서 1〜2년 전부터 

일부 여성들의 일상화된 패션용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최근에는 가발로 색다른 분위기 

를 냈음을 일부러 드러내는 대담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과장된 올림 

머리용 부분 가발이나 머리 전체를 덮어 쓰는 것 

보다 한가닥으로 내리거나 부분 염색 효과를 내 

는 부분가발이 선호되고 있다25).

25) 중앙일보, "패션가발 물결”, (1995. 5. 5), 48면
26) 섬유저 널, (1995. 3), p.141.
27) 세계일보, “새틴 열퐁”, (1995. 9. 11), 10면

3) 30대-Missy

(1) 고급화와 차별화된 의복행동 지향

미씨족은 본래 '미스티 (Missty) 족'과 같은 개 

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조어로서 미혼처 럼 살아 

가는 신세대 주부, 보다 근본적으로 결혼유무를 

가리지 않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자기 연출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바로 이들이다. 외모로 보는 미 

씨족의 특징은 주부이면서 기존의 주부같은 차림 

새를 하지 않는 점이다. 이들은 여가시간의 활용 

에 적극적이며 서구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 

고 자유롭게 자신을 연출하는 능력을 가진 세대 

로서, 바겐세일 및 기획행사의 활용, 문화 • 이벤 

트 행사 참여, 시간절약형 상품의 선호 등의 소비 

경향을 갖고 이에 따라 의복행동을 취하고 있다.

미씨족들은 20대의 경험을 통해 '싼게 비지떡' 

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제대 

로 된 옷, 좋은 옷을 원하고 있고 기성세대와의 

조화속에서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것을 추구한다. 

이들은 결혼, 혹은 직업유무와는 무관하게 여성 

스러운 이미지(우아하고 품위있는 이미지)보다 

는 캐주얼하면서 편안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센스 

있고 세련된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훨씬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들의 패션에 대한 가치 

의식은 무엇보다도 젊고 싱싱해 보이는 것이며 

어느 정도 X세대와는 구별되는 품위도 찾고 있다.

(2) 튀지 않는 무난한 의복행동 지향

재학시절 멋장이 언니 옷을 기웃거리던 이들이 

지금은 동생이나 자녀의 옷으로 눈을 돌리고 있 

는 것으로 적어도 옷을 볼 줄 아는 최근의 세대가 

지금의 미씨족들이고 지금의 패션주역 이 곧 미씨 

족이 된다. 그만큼 미씨족은 튀기보다는 자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세련된 옷으로서 여타의 세대 

와 차별화되고 싶어하나 신분에 걸맞게 치장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나이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위로부터의 시선에 

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들은 뭔가 좀 세 

련되고는 싶은데 지나치게 뒤기는 어려운 계층이 

라고 자신들을 평가하기도 하므로 현대적 세련미 

와 우아미를 함께 뽐낼 수 있는 은빛이 나 보랏빛 

계열의 광택나는 공단소재의 의복이 인기를 끌어 

20대 후반의 미씨와 감각있는 30대 주부들에게까 

지 확산되었다27).

(3) 나이와 신분에 맞는 의복행동 지향

이들에게 목이나 등부위를 많이 노출하는 슬립 

형 원피스나 탱크탑(tanktop)-어깨끈으로 고정 

시키는 형태의 상의-이 여름옷으로 유행하면서 

좀 지나치다 싶은 이러한 노출부분을 때에 따라 

완벽하게 가려줘 단정한 느낌을 주는 가디건이 

30대의 소위 미씨층에까지도 자연스럽게 활용되 

었다.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이 품목을 격식을 

갖추는 옷, 즉 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은 사이옷 위 

에 재킷을 걸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식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 요즘같은 때에는 여름 

에 냉방공간이 늘어나고 환절기에도 특히 아침, 

저녁으로 체온유지를 겸하면서 깔끔한 멋내기에 

활용할 만한 품목으로 얇은 이 가디건은 X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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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서 크게 유행한 레이어링(layering)-층지 

게 입기-의 30대 멋쟁이를 위한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젊을 적에 비해 허리가 굵어지고 어깨나 

팔에 살이 붙어 둔해 보이는 느낌을 가려주기 위 

한 용도로도 적당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28).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투명 또는 반투명 소재 

의상을 즐겨 입게 되자 미씨들은 점점 커지는 노 

출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입는 비닐소 

재나 속살이 비쳐보이는 망사조직의 옷을 선택하 

여 다른 의상보다 단정하게 입어 멋을 표현하고 

있다 29).

(4) 가족패션 지향

20대 후반 30대 중반의 패션을 경험한 이른바 

신세대 주부들은 본인들의 패션감각에 맞춰 자식 

들에게도 최첨단의 패션유행을 과감하게 접목시 

킨다. 히피풍 스타일에서부터 로맨틱 (roman
ce), 아메리컨 (american)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분신인 아이들을 독특하고 튀게 보이게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엄마, 아빠와 똑같 

은 패션을 자식에게 연결시켜 하나된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 부모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불어닥친 긴 부츠 열풍, 검 

정 가죽점퍼와 무스탕 등 방한 패션이 젊은 주부 

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엄마랑 아이, 때로는 아 

빠까지 똑같은 옷이나 구두로 멋을 내는 '가족패 

션'이 인기를 끌어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5) 헤어스타일

최근에는 머리를 과감하게 물들이는 젊은 주부 

들이 늘어나고 있다. 살짝 가볍게 물들이던 '부분 

염색，정도가 아니라 연예인 뺨칠 정도로 진하게 

하는 염색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탤런트 이승 

연스타일，이라는 짧은 단발머리와 최진실의 '아 

톰머리'가 한때 유행하면서 짙은 갈색이 인기를 

끌었다.

" 신세대의 액세서리

액세서리, 화려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 패 

션용어는 원래 '부속품'이라는 뜻이다. 같은 옷차 

림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사뭇 달라지는 효과 때문에, 요즘 신세 

대 여성들은 옷차림 자체보다 액세서리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실제로 요즘 멋쟁이 

는 단순히 비싼 옷을 여러벌 걸쳐 입는 것보다는 

자신의 독특한 이미지를 어떻게 나타냈느냐로 평 

가된다. 더이상 유행이라는 말에 이끌려 획일화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1. 명함교환 유행

자기 PR시대를 맞아 성인사회의 명함교환 풍 

속이 학원에까지 번져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명 

함 만들어 돌리기가 새로운 유행이 되 었었다. 자 

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신세대들의 대담 

성이 돋보이는 액세서리라 할 수 있다.

2. 배지패션

최근 신세대들에게는 큼직한 배낭형 가방에 

배지를 매단 신종 코디네이션이 유행하고 있 

는데 '배지패션，이라 불리우는 이 패션은 몇년 

전 부터 외국으로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다 

녀온 학생들이 미국, 프랑스 등의 대학마크가 

새겨진 배낭을 들고 다니면서 외국물' 먹은 티 

를 낸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작고 귀여운 

스타일의 배낭이 인기를 모았으나 차츰 큼직 

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들의 욕구가 바로 이 ' 

배지패 션'을 탄생 시 켰다3°).

3. 컬러렌즈 유행

94년도에는 감각파 신세대 여성들에게 파란색, 

회색, 연갈색으로 눈빛을 바꿔주는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인기를 끌었었다. 이 컬러 렌즈를 유행시 

킨 것은 미모의 대중스타들로 94년 여름 방송된 

28) 동아일보, "반팔 카디건 물결”, (1995. 6. 9), 11면.

29) 동아일보, "맵시연출”, (1995. 8. 25), 11면.

30) 스포츠조선, “The Young패션”, (1995. 12. 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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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 미니시리즈「M丿의 심은하와 95년 방송 

된 MBC TV「거미」에 출연한 이승연이 현란하고 

고혹한 눈매로 신세대들의 마음을 움직 였고 이것 

은 특히 고교 3년생부터 20대 후반까지의 여성들 

에게 강하게 어필했던 액세서리이다3D.

4. 계절파괴패션을 주도한 각종 신발

겨울에나 신는 부츠가 여름거 리 에 등장하여 군 

화를 본뜬 패션워커도 젊은이들의 거리에서는 낯 

익은 품목이 되었고 역시 군화를 연상시키는 짧 

은 부츠나 장고부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긴 부 

츠도 계절에 관계없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아울러 통굽으로 키를 10cm가량까지 커보이게 

하면서 뒤싸개가 없는 뮬(mule)이라는 신발도 

인기를 끌었다. 슬리퍼에 뒤꿈치를 고정하는 끈 

을 붙여 메이커 생산업체들이 스포츠 샌들이라고 

이름붙여 팔고 있는 제품은 여성들뿐 아니라 남 

성들에게까지도 애용되었고 윗부분을 온통 비닐 

소재로 하여 발모양을 환히 드러내거나 로마시대 

의 샌들을 모방한 신발도 거리패션의 하나로 선 

보였다. 다리맵시에 자신있는 젊은 여성들이 다 

른 사람과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신 

발을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기타 액세서리

이외에도 미쏘니, 페레, 악전트, 구찌, 밀라숀 

상표의 패션안경이나 벨트, 쌕밸트, 구두, 그리고 

피아제와 파텍 상표의 시계도 일부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품목이고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허리에 

삐삐를 꽂고 다니는 모습은 이제 거의 일반화되 

었으며 핸드폰도 부의 상징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신세대들도 적지 않다. 액세서리 중의 기본적인 

품목 외에 최근엔 연예인들이 선호하던 것으로 

인식 되 던 모자가 일반인들에게 도 대중화되 었고 

이 외에 스카프, 숄 따위의 소품도 계절에 상관없 

이 끊임없이 유행되고 있는 고전적인 품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크리스털과 체인 액세서리도 

요즘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히피의 

정반대인 이 흐름은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몇년째 계 속되 어 오고 있는 광택 소재 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다 멋쟁이들의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로 이용되어 온 샤넬라인의 브로치, 머 

리띠, 벨트, 귀고리, 목걸이 둥이 지속적으로 인 

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다소 파격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방식 과 자유분방해 진 의사표현욕구가 커 짐 

에 따라 점점 더 이색적인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지속되어질 것이다.

V. 결 론

신세대들의 의복에 대한 행동은 첨단 유행과 

개성, 그리고 세련미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한 가장 영향력있는 일부 10대 뉴키즈, 20대 X 
세대, 30대 미씨들 중 특정인의 패션은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시 

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그들은 한국의 패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복행동과 그 특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자세히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신세대들의 등 

장배경과 그들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 

로 의복행동을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0대 뉴키즈들은 전후세대로서 경제 성장기 

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고등교육을 받고 자 

라난 이들의 부모로부터 민주적인 교육과 

영향을 받고 자라난 배경을 뒷받침으로 하 

고 있다.

2. 10대들은 강력한 그들만의 결속집단을 형성 

하여 폭발적인 수요를 나타내며 같은 복장, 

같은 스타일과 행동을 유발하고 동시에 이 

들은 끊임없이 남들과는 다른 것을 갖고 싶 

다는 차별화의 식 과 강력 한 자아의 식을 갖고 

있어 그들 그룹내에서 조금씩 변화된 차별 

화를 추구한다.

3. 20대 X세대들은 1970년 이후 출생자로서 

TV가 우리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과 때 

를 같이 하여 산업화의 추진과 성공, TV 등 

방송매체의 확산, 전통가족 구조의 붕괴, 실 

용적 학문의 붐, 교육 평준화 등을 시대적 

배경으로 성장했다.

31) 동아일보, "감각파 신세대 눈빛으로 말한다”, (1995. 10. 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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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대들은 변화와 새로움에의 욕구충족으로 

멋부림을 즐기고 패션 정보에 민감하여 새 

로운 것은 빨리 손에 넣으려 하며 세계적인 

경향과 이들의 패션 감각이 조류를 같이 하 

여 먼저 모방을 하고 그것을 자기화해 세 련 

되게 연출하는 성격이 강하다.

5. 30대 미씨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1960 
년대 후반에 걸쳐 출생한 남녀들로서 1960 
년대부터 눈부신 경제개발로 숙명적인 가난 

과 절대빈곤을 처음 벗어나고 성장기에는 

1970년대 경제 성장의 단 열매를 직접 향유 

하면서 자라난 세대들이다.

6. 30대들은 새로운 그들만의 30대 문화를 형 

성하면서 탄생하여 20대의 분방함에도 기성 

세대의 보수적 행동양식에도 예속되려 하지 

않고 감각과 품위를 동시에 요구하는 고감 

도의 패션감각을 갖고 있어 고급화되고 차 

별화된 의복행동을 추구하며 어느 정도 X세 

대와는 구별되는 품위도 찾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현대인들의 복식행동은 충분 

히 패션감각을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대담 

하게 자극적인 의복을 선택할 줄 아는 집단인 뉴 

키즈, X세대, 미씨들에 의해 항상 변화하고 있으 

며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형성에 기여하 

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바람직 

하고 긍정적이며 올바른 의생활을 추구하는 동시 

에 패션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신세대 

들을 연구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는 사람에 

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입는 사람도 불편한 것 

이고 이럴 때는 자기화가 덜 된 모방일 때가 많으 

므로 신세대들은 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그들만 

의 의복으로 소화시 키는 자기화가 일어나야 함을 

덧붙여 제시 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탈한국적인 패션감각을 표현하는 일 

부 신세대들의 멋과 감각을 우리 고유의 멋과 감 

각에 적절히 조화시켜서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미를 만들 수 있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의 우리 문 

화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의생활의 방향은 뚜렷 

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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