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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M's, many collections, showing trends of restoration, took the hippie fashion as their main them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pects of the hippie trend focusing on style, materials, colors shown in Milan 

Collection, New York Collection, London Collection, Paris Collection, Tokyo Woman's C이lection, and street 
fashions.

1. In style, the collections and street fashions exhibited layered look.

2. In materials, natural fibers were preferred as in 1960's.

3. In c이ors, natural hues such as 비ack, white, and brown were primarily used, whereas vivid colors were used 
as accent.

4. In patterns, flor사 patterns were most extensively used as the flower is the symbol of Hippie. Animal patterns 

were also used.

5. In accessories, the Indian bead, a symbolic accessory of Hippie, was used with various materials.

The hippie fashion in 1990's appeared not as a total fashion, but as an ancillary associate has the role of 

accentuation like hair-style, make-up, accessaries, etc.

Key words : 199O's（1990 년대）, hippie jaskion（히피 패션）, style（스타일）' material（소채）, col이*（색상）.

I.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유행을 반복시 

키는 복고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중에서도 

1990년대의 패션에서 과거 1960년대 말을 장식했던 

히피 스타일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그 흐 

름이 문화적 복고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196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의 시작으로 대 

량생산에 의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정신이 등장한 시기이다. 특히 젊은 층 

의 패션에 충격을 준 히피의 선풍은 사회의 기존관 

념을 타파하는 선봉이 되 었고 이것은 스트리트 패션 

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록 

음악, 펑크 패션, 사이키델릭 패션이란 새로운 스타 

일을 출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는 현대산업 사회의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옛 것에 대한 

향수에 젖게 되면서 사회문화현상마저 복고풍이 일 

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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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하는 1990년대는 기존 

문화양상들과 새롭게 일고 있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혼란스럽고 다양한 문화가 생겨 나게 되 었다. 이로서 

1990년대를 특정한 고정관념이 없는 혼동의 시기라 

고 말하게 되며, 일정한 규칙도, 틀도 존재하지 않는 

다고 말한다. 그 중 우리 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90년 

대 들어 I960 •70년대의 특징적 인 요소들이 현대의 

패션과 혼합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찢어진 데님 팬츠, 화려한 컬러의 꽃 문양 셔츠, 

긴 헤어스타일과 여러 개의 목걸이나 팔찌를 한 청 

소년들의 모습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모습은 I960년대 말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 문화권내의 문화의 복합성은 하 

위문화의 파생을 의미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생성 

으로 문화는 변경 및 변천되며, 따라서 하위문화는 

기존의 가치관, 행위, 생활양식의 기준 내지는 규범 

과 상이하게 반영되어 그들의 문화를 합법화하기 위 

하여 많은 갈등과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차 대 

전 후 청소년 하위문화의 흐름은 현대사회의 다양성, 

복합성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집중현상은 인구의 이질성과 유독성을 

가져왔고 복잡한 사회구조내의 구성원은 더욱 소외 

감, 좌절, 불안, 무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인간 

성의 상실은 서로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충격가치로서 

이탈 행동의 양상을 드러냈다'). 이처럼 1990년대의 

문화의 양상은 I960, 70년대의 요소들이 새로이 나 

타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향은 청소년들의 의 

상과 착장 방법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즉, 재 

현되는 지난 시대의 패션 양상은 대중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스트리트 패션으로 자릴 잡게 되었고 마 

침내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컬렉션에 수용되게 되었 

다 즉, 새로 등장한 히피 패션은 유행의 흐름을 타고 

컬렉션이나 스트리트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마침내 스타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 연구 자료들을 수집, 조사 분 

류해 본 결과 간문자2)는 히피 스타일이 갖는 상징성 

관점에서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한 부분으 

로 히피 패션을 고찰하였으며, 서유리3)는 미국 본토 

의 히피 패션의 출현배경과 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히피 문화의 복식에 대해 고찰 

하고 히피 문화가 그후 패션에 미친 영향을 박선빈", 

간문자5)가 연구를 하였으며,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 

에서 각각 유행하였던 I960년대의 히피, 1970년대의 

펑크 복식과 1990년대에 동시에 나타난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복식을 비교, 고찰한 김경인 • 이윤정© 

의 연구도 있다. 이수인 • 박길순'의 연구는 히피의 

문화적인 특성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에 재등장한 히피의 문화적인 특성과 

의 관계를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 

다.

또한 히피 패션을 주된 중심으로 다루진 않았지 

만 히피나 그 패션을 대략적으로 언급한 연구로 

1990년대에 나타나는 I960 • 70년대의 복고현상을 

고찰한 류순경1 박종희气 하위 문화적 현상의 하나 

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경희'？ 김희남의 연구, 그리고 

이정후"), 문 정顷의 I960년대부터 여성복식에 나타 

나고 있는 안티 패션의 경향과 양상을 고찰한 것 등 

1)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제11권 제4호, 1987, p. 85.
2)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히피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3) 서유리,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4) 박선빈, 히피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 간문자,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히피 문화,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93.
6) 김경인, 이윤정, 히피, 펑크,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94.
7) 이수인, 박길순,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8) 류순경,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7.
9)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 정경희,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 배경과 유행현상,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1996,
11) 김희남, 현대 여성 하이 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6.
12) 이정후,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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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I960년대의 히피 패션 

이 어떠한 형태로 현대 패션에 도입되었으며, 어떠 

한 형태로 회귀하며 반복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이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새로운 유행경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저가 될 것이라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및 의의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관계문헌을 중심으로 히 

피 문화의 발생과 특성 및 I960년대의 히피 패션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1990년대의 히피 패션은 세계 

5대 컬렉션이라할수 있는 Milan, New York, London, 

Paris, Tokyo Woman's Collection을 통하여 발표되는 

히피 패션과 동시에 거리에서 보여지는 패션을 분석 

하였다.

관련된 자료는 패션 전문지(Collezioni, Modain, 

Bazzar, Vogue, Fashion News, Fashion Today, Fruits, 

Non-No, STREET, HF, Texjoumal, 流行通信 등)와 패 

션관련 신문(한국섬유신문, 텍스헤럴드, 국제섬유신 

문, WWD 등), 그리고 패션관련 인터넷 정보(h®:〃 

www.firstview.com,http://www.neostyle.co.kr 등)등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990년대에 발표된 히피 패션에 

관련된 컬렉션 작품 363점과 스트리트 패션 작품 

155점을 각각 연도별, 컬렉션별로 스타일, 소재, 색 

상, 문양 및 장식 분야로 현상을 분석 하여 그 경 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에서 연도별, 컬렉션별 

로 고른 수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대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n. 히피 문화의 발생과 특성

1. 히피 문화의 발생

2차 세계대전 후의 시대는 동서냉전과 제국주의 

의 물결이 만연하였던 때이다. 이로 인하여 개개인 

의 삶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길들여졌으며, 반

체제의 의견은 완전히 봉쇄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풍요는 획일화와 동질화를 초래하게 되었 

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거대 조직사회의 한 부속품 

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는 반골적인 젊은이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고 마침 

내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돌출구를 찾게 되었 

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음악을 통하여 모든 얽매 

임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였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바탕이 된 민속음악을 즐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는 산업화 이전시대의 전원생활, 인간정 

신에 대한 신뢰, 낙천주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의 젊은이들의 반항적 

움직임을 소위 비트운동이라 한다. 비트(beat)는 잭 

케로악(Jack Kerouac)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허위와 

가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관습적인 사회에 싫증과 

역겨움을 느끼고 그러한 사회의 부패하고 상업적인 

모든 규범과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소신의식과 축복 

의식을 동시에 갖게 된 세대”岭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세대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젊 

은 지식계급을 중심으로 당시 지적, 예술적 사회운 

동을 이끈 파리의 Left Bank의 비트세대와, 잭 케로 

악이나 알렌 긴스버그(Allen Ginsberg)와 같은 신비주 

의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흑 

인 노동계급의 Hipster와 중산층 출신의 비트족을 중 

심으로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의 비트세대이다. 

'50년대에 시작한 비트운동은 년대 초에 캘리포

니아의 Venice West와 뉴욕의 Green Village를 중심 

으로부터 뉴욕의 North Beach, Manhattan 남동부로 

이동했다가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에슈버리(Haight 

Ashbury)로 이동했는데 후에 하이트 에슈버리는 히 

피문화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중심지가 되었다").

히피는 비트족의 사상을 이어 받았으며, 다다이즘 

(Dadaisme), 초현실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였고 사회 

격변에 대한 모든 기존의 규율을 거부하였다. 히피들 

과 록 음악은 학생 저항문화 운동에서 그리고 I960년 

반 베트남전의 학생 교내 폭동에서 근거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형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 

막연한 물질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문화인 히피 

13) 문 정,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4) 김성곤, 문학정신, 1990, p.58.
15) M. Brake, Youth Culture, Routledge & Kegan Pau, 1985,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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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히피 문화는 하이트 에슈버리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967년을 전후하 

여 절정을 이루었으며, 뉴욕의 East Village, 로스엔젤 

레스의 Sunset Strip 등을 중심지로 하여 보스톤, 시애 

틀, 디트로이트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로 전파되 

었다.

히피들은 스킨 헤드(skin heads)나 모즈(mods) 집 

단처럼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히피들의 소속감을 강 

화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유동하는 보헤미안(bohe

mia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트의 허무주의와 포크 

(Folk)의 단순 명료함, 산업사회 이전의 전원생활 동 

경, 서퍼(Surfbr)의 열정적인 쾌락주의와 경이로운 자 

연과의 결합과 사이키델릭의 정신적인 환락과 레이 

져쇼, 합성전자음향, 현란한 의상과 색상, LSD 등의 

영향을 받아 히피라는 하나의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 

났다.

그리고 히피(Hippie, Hippy)라는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해피 (happy : 행복한)에서 나왔다 

는 설, 히프트(hipped : 열중한, 화가 단단히 난)에서 

나왔다는 설, 재즈 용어인 힙(hip : 가락을 맞추다), 

엉덩이를 뜻하는 힙(hip), 갈채를 보낼 때의 힙 등에 

서 나왔다는 설 등 정설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의 행복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진부한 물질문명 

기구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재즈에 황홀해지고, 

항의집회에서 뜨겁게 기세를 올리며, 옷을 벗고 인 

간성을 찾는 데먼스트레이션을 하므로 어느 어원설. 

이든 부분적으로 히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많은 어원이 지적된다는 것 자 

체가 그들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히피 문화의 특성

Stuart Hall은 히피문화의 특성을 가난(Poverty), 인 

디언 주제(Indian Theme), 신비(Mysticism), 전원 /아 

르카디 안(Arcadian), 공동체(Togetherness), 사랑(Love), 

현재(The Existential now), 플라워 파워(Flower Po

wer), 지 각에 이르는 문(Doors of perception), 개 인주 

의(Individualism)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히피 문 

화는 긴 머리, 공공 장소에서 옷 벗기, 섹스, 마리화 

나, 꽃, 마약, 꼬뮨(commune : 히피 공동생활 촌), 록 

페스티발, 동양의 신비주의, 그룹 결혼, 거리공연, 사 

이키델릭 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의 여러 장르를 구체화 해 보면 첫째, 약물문화 

로 현실의 정신적인 억압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추 

구하는 것이다. 약물 문화에서 특히 마약은 중요한 

문화였다. 마약은 평 화와 사랑, 신(神)에 도달하는 최 

고의 지름길이자, 성적 흥분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으며, 타인과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도구로도 

인식되었다.

둘째, 여러 가지 형태의 섹스와 공공 장소에서 옷 

벗는 행위, 남녀 구분의 쇠퇴 등으로 상징되는 성 혁 

명(sexual revolution)은, 개 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감정 

을 억압하는 청교도적 도덕률을 정면으로 거부하였 

고, “Make love, not wm”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듯이, 

섹스는 1960년대 히피 문화가 지니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숭고한 비젼, 타인과의 교감 및 사랑 등 

의 이상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셋째, 히피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는 록 음악으로 

히피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 

피 정신의 중심이 되었다. 록 음악은 노래말, 의상, 

무대연출 등 모든 것이 관습에 의한 저항의 표현으 

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반항적인 십대들의 맹목적인 

추종과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십대의 우상으 

로서 전파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달됨으로써 

진보적이지 못한 이들에게까지도 얼마간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반문화의 가장 

설득력 있는 매체이기도 했다. 이들의 정신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I96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페스티 

벌인 우드스톡 페스티벌(Woodstock Music and Art 
Fair) 卩)이었다.

16) Stuart Hall, The Hippies : an american moment, Sub and Popular C미ture Series: SP N. 16,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tencilled Occasional Paper, Oct, 1968, p.5.

17) Woodstock Music and Art Fair : 2번｝ 3일 동안의 공연에서는 당시 록 음악을 이끌던 짐 모리슨, 지미 헨드릭 
스, 재니스 조플린, 산타나, 존 바에즈 등의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8월 15일부터 K7일까지' 3일 동안 지 

속된 이 페스티발은 록 뮤직 역사에서 하나의 전설이자 '60년대 젊은이들의 저항의식의 표현이었다. www. 
.blueno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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皿 히피 패션

1. 1960년대의 히피 패션

사랑과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하며 사랑과 평화 

의 구호를 외치고 세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히피들은 머리모양, 복장 등을 자 

신들의 방식대로 변화시켰다. 소녀들은 전통주의자 

들처럼 화려한 꽃무늬의 집시풍 옷, 아메리카 인디 

언의 기혼여성들이 입는 술과 끈이 달린 튜닉, 매우 

짧은 로브 서로 어울리지 않는 팬츠 등을 착용하였 

다. 또한 남자들은 수염과 긴 머리에 타이 다이(홀치 

기 염색)한 셔츠에 바래고 너덜너덜하게 낡은 데님 

팬츠, 군복 쟈켓, 오래된 모자, 구슬 목걸이, 수놓은 

밴드 등 여러 가지 무대의상들을 입고 샌들을 신거 

나 자유로움의 상징인 맨발로 다녔다"). 이러한 예상 

치 못한 복식 아이템은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것 

으로 히피의 독특한 연출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히 

피들의 연출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에 

게 나타난 에스닉 룩(Ethnic Look) (그림 1)은 아프

〈그림 1> 에스닉 룩

(http://www.summeroflove.org)

〈그림 2> 다양한 스타일의 진즈 룩 

(Ceci 2000. 3)

카니스탄의 카프탄, 미국토속의 술 달린 드레스, 모 

로코 혹은 터키산의 엮어 짠 가방, 구슬 달린 악세서 

리, 인디언 비드 문신, 낮은 굽의 가죽 샌들 등이 유 

행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디테 일로는 인 

디언 풍의 프린지 장식, 비드와 깃털, 패치워크 등이 

있었으며, 색상은 인도 전통종교의 영향을 받은 핑 

크, 보라, 노랑 등의 강렬한 것들과 회색, 자주색, 연 

한 보라색 등 바랜 듯한 느낌을 주는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진즈 룩(Jeans Look)은 모든 히피들의 기본 

적인 의복으로서 미국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 

한 향수에서 비롯되어 젊은이들에 의해 새로운 유행 

으로 등장하였다. 진은 가난의 상징인 동시에 개성 

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종류는〈그림 2>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당시 낡아서 헤어졌거나 일부러 찢어 

입은 것에서부터 벨 보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님 

팬츠가 유행하였다. 게다가 데님 팬츠에 그림을 그 

려 넣는 것이나 모조 보석장식을 모방한 징을 달기 

도 하였으며, 패치워크나 자수로 헤어진 부분을 장식 

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히피 패션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특히 사이키델릭의 영향 

을 빼 놓을 수 없다.

사이키델릭 (psychedelic)은 "마음에 환각을 일으 

키는 아름다운 것 (something beautiful man, like it 

belows your mind)"'”이라는 의미인데, 히피 패션은 

사이키델릭 아트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화이다. 이들 

문화 가운데 패션 요소들은 사이키델릭한 프린트의 

직물과 사이키델릭 바디 페인팅 (그림 3)이다. 이

18) Message from the street, 삼성패션연구소, p.19.
19) Batterberry A and Mli사Fashion : The Mirror of History, Greenwich House, 1977,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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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이키델릭 바디페인팅 

(http://summeroflove.org)

가운데 사이키델릭 페인팅은 대중패션의 한 양상이 

되었는데,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을 위한 직물 

디자인으로도 애용되었다. 특히 히피 복식으로부터 

비롯된 사이키델릭 패션은 야광과 형광에 가까운 밝

〈그림 4> 유니섹스 룩

고 선명한 색의 대비와 유기적인 곡선의 아르누보적 

문양이다. 이들은 곧 현대 패션 장르 가운데 사이키 

델릭의 경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남성은 긴 머리에 화려한 옷과 악세서리를 걸쳤 

으며, 여성은 굳이 여성다움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 

다. 이들 패션은 데님 팬츠와 티셔츠, 파카 등으로 성 

의 구분이 애매한 형태였다. 대중음악과 플라워 파 

워 (flower power), 에스닉에서 영향을 받아 남성복도 

점차 현란해지게 되어 복식에서 양성성이 나타남으 

로써, 결국〈그림 4>와 같이 남녀가 동일한 헤어스 

타일과 의복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유 

니섹스 룩(Unisex Look)으로 변화하였다. 히피들의 

대표적인 악세서리류는 인디언 비드(indian beads)와 

헤드 밴드가 있다.

2. 1990년대의 히피 패션

1980년대 후반부터 서양 중심의 국제화, 획일화, 

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던 20세기 초반의 시대사조인 모더니즘(Mo

dernism) 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모더니즘에 반발하는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6] 생기게 되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 

거 모더니즘의 기계화, 단순성, 획일성, 몰역사성에 

반발하여 새롭게 대두된 것으로 역사적인 모든 요소 

들을 임의적으로 절충하고, 인간성 희복을 중시하며, 

서구문화의 지배로 소외되었던 지역문화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에콜로지가 패션에 

도 영향을 주었다. 즉,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감은 리사이클과 내추럴리즘을 강조하여 패션 

의 색상, 소재, 스타일 등에 영향을 준 것이다. 에콜 

로지(Eslogy)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 

시하는 정신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와 미래, 동양 

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 

였는데, 이러한 자연주의 성향과 복고 무드는 에콜 

로지와 연결되어 에스닉(Ettaic), 그런지(Grunge), 네 

오 히피(Neo-Hippie), 레트로(Retro) 등으로 재현되어 

등장하고 있다2°).

또한 1990년대에는 청소년들만의 의상과 다양한 

착용법이 거리를 휩쓸고 그들이 연출하는 스트리트 

20)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8,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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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이 그대로 컬렉션에 수용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즉, 젊음의 열기와 젊음에 대한 무한한 도전이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켜 디자인 

발상에도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이 

들의 모든 패션욕구의 통로로서 또 패션정보의 발신 

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Collection 에 나타난 히피 패션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의 히피패션 

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히피 패 

션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1>과 같다.

1991 년 S/S Paris Collection에서의 Jean Paul Gaul- 

tier는 화려한 색상의 꽃 문양으로 유니섹스 룩을 표

〈표 1 > Collection 분석 자료

년 도별

CoDection
년도별 

총 분석수Lon
don

New
York

Milan Paris

1991
S/S
F/W

2
0

0
0

0
24

15
2

17
26

43

1992
S/S
F/W

0
0

0
0

0
12

0
8

0
20

20

1993
S/S
F/W

0
0

4
1

12
3

4
4

20
8

28

1994
S/S
F/W

2 
0

3
2

2
2

7
0

14
4

18

1995
S/S
F/W

0
0

2
3

0
0

0
6

2
9

11

1996
S/S
F/W

0
0

3
4

21
3

10
5

34
12

46

1997
S/S
F/W

0
0

6
5

12
8

15
4

33
17

50

1998
S/S
F/W

0 
4

4
5

2
3

15
25

21
37

58

1999
S/S
F/W

0
10

11
9

8
32

14
5

33
56

89

컬렉션별 

총 분석수
18 62 144 139 363

21) Collection, S/S Paris - London H, 1991.

〈그림 5> Vivienne Westwood

(1991 S/S London Collection)

현하였으며, 그런지 룩으로 표현된 찢어진 데님 (그 

림 5沪)은 Vivienne Westwood가 1991년 S/S London 

Collection에서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색채의 마술 

사”라고도 불리는 Missoni는 그린과 레드톤의 에스

〈그림 6> Missoni

(1991 F/W Mila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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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적인 색으로 조화를 이룬 니트 소재의 아이템 （그 

림 6产）을 ]99]년 f/w Milan Collection에서 선보였는 

데, 여밈, 소매부분, 스커트에 사용된 프린지 장식이 

나 금속장신구와 인디언 비드, 여러 가지 색의 가죽 

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카 풍의 목걸이로 히피 스타일 

을 더욱 더 우아하게 표현하였고, VersaceE. 화려한 

색상에 원시적인 에스닉적 문양이 있는 팬츠나 비드 

장식으로 된 타이트 팬츠로 히피적인 요소를 표현하 

였다.

1992 년 F/W Milan Collection에서는 Fendi, Genny 

와 Ozbek이 히피 패션을 선보였는데 타이 다이를 한 

가죽 코트나 시접 처리되지 않은 동물 문양의 롱 베 

스트와 롱 코트와의 레이어드 룩, 프린지 장식을 한 

코트에서 인디언 풍의 히피적 요소를 표현한 Fendi 
의 컬렉션을〈그림 7>23）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Genny는 벨 보텀 팬츠와 소매부분에 프린지 장식이 

달린 쟈켓으로 웨스턴 풍의 에스닉 룩을 선보였으며, 

Ozbek은 프린지 장식된 사선 스트라이프 스커트와 

인디언 부족같은 악세서리로 에스닉 풍의 히피 패션 

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거）.

〈그림 8> Ozbek

(1992 F/W Milan Collection)

1993년 S/S Collection은 본격적으로 히피 패션이 

전개된 시기로 Milan Collection어서는 히피 룩의 열 

기에 휩싸여 벨 보텀 팬츠, 집시 스커트 꽃 문양 드 

레스 등 환상적인 히피 패션찌이 Versace （그림 9）的,

〈그림 7> Fendi

(1992 F/W Milan Collection)

〈그림 9> Versace

(1993 S/S Milan Collection)

22) Fashion Preview, A/W Madrid • Barcelona • Milan 1990-1991.
23) Fa아lion News, F/W Paris • Milan ■ Madrid, 1992.
24) Fa아lion News, F/W Paris • Milan • Madri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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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e & Gabbana, Ghost, Ozbek에 의해 선보여졌고, 

플라워 차일드 룩을 생각케 하는 아이템을 New 
York Collection에 서 Ralph Lauren이 제 시 하였다功. 그 

리고 1993 년 S/S Paris Collection에서의 Jean Paul 

Gauitier는 금발머리를 길게 꼬아 내려뜨리고, 팬츠 

슈트 위에 길이가 긴 점퍼스커트를 겹쳐 입는 레이 

어드 룩을 발표하였고, Chanel은 쉬폰 소재의 꽃 문 

양 원피스와 헤드 밴드, 인디언 비드나 히피의 깃털 

장식을 연상시키는 인디언 풍의 머리장식으로 종래 

의 자유로움에 Chanel의 우아함을 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1994년 S/S Milan C이lection에서 Emporio 

Annani는 민속 풍에 몰두하여 거친 무명 셔츠와 에 

스닉 스커트가 히피 비드와 조화를 이루었고찌, 1994 

년 S/S Paris Collection에서 의 Jean Paul Gaultier 는 히 

피와 펑크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컬렉션으로 데님 소 

재로 패치워크된 코트 （그림 10）勁, 추상적인 문양의 

아이템들, 인도나 아프리카적인 머리와 얼굴 장신구 

를 보였으며, John Rocha는 1994년 S/S London Coll-

〈그림 11 > Anna sui 

(1995 F/W New York Collection)

ection에서 사이키델릭 패턴을 사용한 시폰 소재에 

투박한 느낌의 내추럴 니트를 믹스시킨 이질적인 소 

재의 매치로서 히피 패션을 선보였다斯.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1994 S/S Paris Collection)
〈그림 12> Moschino

(1996 S/S Milan Collection)

25) 간문자, 전게서, p.279
26) ELLE KOREA, 1993, 3.
27) VOGUE, 1993, 1.
28) 박선빈, 전게서, p37.
29) WWD KOREA, 1994.
30) Fashion Today,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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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汕에서 보여지듯이 1995년 F/W New 

York Collection에서 Anna Sui는 머리장식으로 두건 

을 사용하였고, 아이섀도로 눈을 검게 한 메이크업 

이 강렬한 레드 색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Chloe 

는 꽃 문양, 사이키델릭적인 문양, 프린지 장식이 된 

숄, 코트, 스커트 등의 다양한 히피적 인 요소를 1995 

년 F/W Paris Collection에서 표현하였다.

Moschino는 1996년 S/S Milan Collection에서 데이 

지 꽃을 전반적인 모티브로 사용하여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히피 패션을 표현하였고 （그림 12） 
끼, Gucci는 'Remix, not Retro'를 컨셉으로 'Hippie 

Movement'를 제안했는더）, 실크, 비스코스, 저지, 벨 

벳 울, 캐시미어, 레이스 등을 소재로 사용하였고 얼 

룩말, 스트라이프, 꽃 문양, 패치워크 등을 문양으로 

삼았다기 1996년 S/S Paris Collection에서는〈그림 

13>的과 같이 인체의 선을 따라 해부학적 시각에서 

그려진 선들이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주는 Jean Paul 

Gaultier의 히피 모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Anna Sui 

의 1996년 F/W New York Collection에서는 벨 보텀 

팬츠, 에스닉적인 기하학적 문양의 니트 스커트, 인 

조 모피 트리밍이 된 동물 문양의 코트와 깃털이 장

〈그림 14> Jean Pa나 Gaultier

（1996 F/W Paris Collection）

식된 모자가 보여졌다. 1996년 F/W Paris Collection에 

서는 팝 아트적인 프린트의 긴 프린지를 늘어뜨린 

망토 스타일을 제시한 Jean Paul Ga미tier의 의상 （그 

림 14）*）도 볼 수 있으며, 이 시즌에는 강한 문양의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1996 S/S Paris Collection)
〈그림 15> Anna Sui

(1997 S/S New York Collection)

31) .http://www.firstview.com
32) .http://www.firstview.com
33) ELLE KOREA, 1996, 4.
34) .http://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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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스카프, 양털 스카프, 깃털, 인조보석 등의 악세 

서리와 프린지 장식, 버클장식 등이 디테일로 사용 

된 것도 볼 수 있다.

〈그림 16> Chloe

(1997 S/S Paris Collection}

〈그림 17〉Jean Paul Gaultier 

(1997 S/S Paris Collection)

〈그림 18＞ Dolce & Gabbana 

（1997 F/W Milan Collection}

1997년 S/S New York Collection의 Anna Sui는 쉬 

폰 소재의 꽃 문양 원피스나 아프리카 풍의 에스닉 

문양의 탑과 조화를 이룬 스웨이드 소재의 롱스커트 

로 히피 스타일을 연출 （그림 15严 하였으며, Chloe 

（그림 16）初와 Jean Paul Gaultier （그림 17产는 사이키 

델릭적인 색상과 문양을 선보였다. 1997년 F/W 

Milan Collection에서는 동물문양과 깃털 장식 이 쟈켓 

스커트, 커프스, 스카프, 가방, 모자 등에 사용되 어진 

〈그림 18＞坳의 Dolce & Gabbana의 컬렉션에서 히피 

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9＞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nna Sui는 

1998년 F/W New York Collection에서 스웨 이드, 미국 

인디안 아노락（anorak） 등 에스키모의 재미있는 모피 

룩을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그외에도 

싸구려 같은 지갑과 백, 커다란 털 장식의 스노우 부 

츠, 깃털 장식된 모자, 모피 모자 등도 볼 수 있다. 

Jean Paul Gaultier 의 1998년 F/W Paris Collection 에서 

는 무대를 I960년대의 음악 공연장으로 연출하여 스

35) .http://www.firstview.com
36) http://www. .firstview.com
37) .http://www.firstview.com
38) .http://www.firstview.com
39) .http://www.firstview.com
40) .http://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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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nna Sui

(1998 F/W New York Collection)

〈그림 20> Jean Paul Gaultier

(1998 F/W Paris Collection)

팽글로 자수 놓여진 판쵸와 안데스인의 모자 (그림 

20)4, 타프타 스커트 위에 트렌치 코트와 베레, 소

〈그림 21 > Lainey Keogh 

(1998 F/W London Collection}

매없는 남성 쟈켓, 플란넬 드레스, 모피 쟈켓으로 히 

피 패션을 표현하였고,〈그림 21〉约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98년 F/W London Collection에서 나타난 

Lainey Keogh의 히피 패션은 니트 소재의 원피스가 

황금색의 깃털 목걸이와 양 갈래로 땋은 인디언 풍 

의 헤어스타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세계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많은 디자 

이너들이 테일러링 수트 대신 소박한 포클로어(Fol- 

klore) 스타일이나 I960년대의 자유로운 히피 스타일 

에 시선을 돌리게 했는데 1999년 S/S Milan Collect- 

ion에서 Gucci는 프린지를 첨가한 니트, 깃털을 첨가 

한 구겨진 실크, 미국 인디언의 구슬 모티브, 하와이 

안 문양, 핸드 비드 팬츠, 구슬과 깃털이 장식된 빈티 

지 데님 (그림 22"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으며, 

디테일로는 비드, 프린지, 깃털 등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구슬과 시퀸(sequin)이 장식된 컬러풀한 슬링 

■■백(sling bag), 깃털장식 고무샌들, 프린지 장식 이 들 

어간 무릎 높이의 모카신 등이 의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었으며的, 1999년 F/W Milan Collection에서는 이

41) .http://www.firstview.com
42) .http://www.firstview.com
43) http://www. .firstview.com
44) VOGUE KOREA,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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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ucci

(1999 S/S Milan Collection}
〈그림 24> Fendi

(1999 F/W Milan Collection)

〈그림 23> Roberto Cavalli

(1999 F/W Milan Collection)

전의 히피 스타일을 중후하고 클래식하게 마무리한 

스타일로 셔 링(shining)에 드로우 스트링, 벨 보텀 팬 

츠, 핀턱(pin 如如에 테이프 장식 등 질량감을 느끼 

게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 빅토리언 풍의 고급스런 

히피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그림 23>句은 

〈그림 25> Dolce & Gabbana

(1999 F/W Milan C시lectio而

1999년 F/W Milan Collection 의 Roberto Cavalli 의 작 

품으로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히피 패션을 볼 수 있 

으며, Fendi는 긴 모피코트, 가죽 패치워크, 강한 컬 

러 배색으로 럭셔리한 히피를 표현하였고 모피 트리 

밍의 끈으로 묶는 에스닉한 재킷을 등장시켰다 (그 

45) .http://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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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4），1999년 F/W Milan Collection에서의 Dolce 

& Gabbana는 여러 가지 컬러와 여러 아이템이 믹스 

된 인조모피, 꽃 문양, 화려한 색채의 꽃이 아플리케 

된 시스루 톱 （그림 25預이나 술이 달린 커다란 숄에 

서 히피 패션을 볼 수 있다.

히피 스타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 

는 Anna Sui는 1999년 S/S New York Collection에서 

는〈그림 26〉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메리카 원주민 

들의 전통 복식과 멕시코의 의상을 자신의 펑키 히 

피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하였고, 1999년 F/W 

New York Collection에서의 Anna Sui는 뜨개질 한 판 

초와 프린지를 단 크로쉐 숄더 백 （그림 27件）이나 등 

에 기타를 메어 I960년대 뮤지션의 모습을 표현한 

모델로 히피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Jean Paul Ga냐tiei는 1999년 S/S Paris Collection에 

서 일본의 기모노를 응용한 패치워크 프록 코트를 

발표하여 히피 특유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烦 1999

〈그림 26〉Anna Sui

(1999 S/S New York Collection)

〈그림 27> Anna Sui 

(1999 F/W New York Collection)

년 F/W Paris Collection에서는 믹스 & 매치에 초점을 

맞추어 성의 구분이 없는 유니섹스 룩을 선보였다5D 

또, 1999년 F/W Paris Collection에서 Eric Bergere는 

1970년대 디스코 터치가 가미된 집시 풍의 페이전트 

룩을 선보였는데 데님과 매치된 멕시코 자수의 엠파 

이어 블라우스, 모헤어 스웨트와 매치된 손뜨개 던 

들 스커트（dhmdle skirt） 등이 있다孙.

그리고, 1999년 London에서 발표된 F/W Collection 

에서는 Matthew Williamson가 중국에서 중동에 이르 

는 다양한 것들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 손으로 수 

놓은 코트, 깃털이나 가죽 장식이 들어간 캐시미어 

톱, 파시미나 스커트, 거친 삼베, 베들레헴 사막 프린 

트가 들어간 스커트와 드레스 등의 아이템을 발표하 

여 에스닉 풍의 히피 패션을 선보였고钊, Lainey keo- 

gh는 자연을 모티브로 하거나 실타래를 보는 듯한 

원피스에 가닥가닥 땋아 내린 헤어스타일로 히피적 

인 요소를 표현하였다54）.

46) http://www. firstview. com.
47) . com.http://www.firstview
48) .http://www.firstview.com
49) .http://www.firstview.com
50) VOGUE KOREA, 1998, 11
51) VOGUE KOREA, 1999, 5.
52) VOGUE KOREA, 1999, 5.
53) VOGUE KOREA,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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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보여지는 히피 풍의 헤어스타일 

은 과거의 히피들이 지 향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으로 무작정 기른 긴 헤어스타일과는 다른 인간 

과 자연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모발의 질감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독특한 멋 

과 개성으로 표현한 고급스런 긴 헤어스타일이 나타 

났다: 그리고 집시들의 멋을 좀더 고급스럽게 발전 

시켜 느슨하게 머리를 땋는 편안한 스타일로 표현하 

고 있다이.

악세서리는 다채로운 색상과 모양을 보이고 있는 

목걸이, 헤드 밴드, 나비나 꽃으로 장식된 핀 종류, 

두건, 비드나 스팽글 장식의 헤어핀 등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히피 패션은 자연으로 되돌아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회귀본능과 세기말에 대한 불 

안감이 어우러져 탄생된 것으로 보이며, 디자이너들 

이 문화적 다원주의에 눈을 돌리면서 많은 의상들을 

장식한 에스닉한 문양과 디테일을 통해 새로운 히피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2) Street Fashion에 나타난 히피 패션

199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션은 '스타일의 슈퍼마 

켓'으로 불리울 만큼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속에서 

수많은 스타일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세기말적 경 

향에 의한 복고적인 무드가 팽배하게 되면서 과거

〈표 2> Street Fashion 분석 자료

년도별

Street Fashion 년도별 

총 

분석수
Lon
don

New
York

Milan Paris Tokyo

1993 0 10 7 15 16 48
1995 0 0 0 5 0 5
1997 0 0 4 0 0 4
1998 0 0 10 4 0 14
1999 24 16 0 11 33 88

스트리트 

총 분석수
24 26 21 35 49 155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형성하였던 1960년대의 

히피스타일이 새롭게 재가공되 어 네오 히피(Neo hi- 
ppie)로 대중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狗, Milan, 

New York, London, Paris, Tokyo를 중심으로 한 1990 

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히피 패션에 관한 자 

료는 총 155점을 분석하였고 연도별 분포는〈표 2> 

와 같다.

〈그림 28> Milan, New York, Paris, Tokyo Street. 1993 

(Fashion-today, 1993, 5, Non-No, 1993. 8, 
Non-Not 1993. 8, Non-No, 1993. 8)

54) VOGUE KOREA, 1999, 5.
55) 이수인, 박길순, 전거)서, p.77.
56) 김희남, 전게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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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인 경 향 (그림 28”), 29洵, 3俨), 3俨), 3261)) 

을 살펴보면, 스타일은 입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카우보이 모자에 프린지가 달 

린 스커트로 대표되는 웨스턴 풍의 스타일과 보헤미 

안 스타일 등의 포클로어 감각의 코디네 이트가 많이 

보였고, I960년대 히피 패션의 대표적인 디테일이라 

할 수 있는 아플리커】, 자수, 페인팅, 패치워크 등의 

장식이 된 다양한 스타일의 데님이 보였다. 이러한

〈그림 29> Paris Street. 1995.

{Chic, 1995. 2)

〈그림 30> Milan Street. 1997.

(http://user.chollian.net)

〈그림 31 > Milan/Paris Street. 1998.

(Streetfashion Report Interfashionplanning 1998-4)

〈그림 32> London, Paris, Tokyo Street. 1999. 

(Street 1999. 12, Fruits 1999. 7)

스타일은 레이어드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메이크 

업, 소품들의 코디네이트로 더욱 히피적 특성이 강 

조되어 나타났으며, 소재는 전반적으로 면, 마 등의 

천연소재와 편안함과 활동성이 좋은 소재인 니트가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되어졌고 데님, 쉬폰, 레이스 

등도 사용되었다.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대부분의 

색상은 블랙이나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레 

이, 다크 그린, 브라운 톤이 많았다. 액센트 색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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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비드 오렌지, 그린, 옐로우, 핑크 등의 사이키델 

릭적인 색상이 보여졌고, 히피 문화의 가치관을 대 

표하는 문양이라 할 수 있는 꽃과 나뭇잎이 들어간 

자연을 소재로 한 문양과 아프리카 풍이나 동남 아 

시아 풍의 다양한 에스닉 문양, 사이키델릭의 영향 

으로 나타난 타이 다이, 동물 문양이 문양을 주도하 

였으며, 이러한 문양은 화려한 색상이 강세였다.

그리고, 프린지 장식이나 니트로 짜여진 판쵸나 

벨 보텀 팬츠, 패치워크나 핸드 프린팅 된 롱스커트, 

동양적인 인도 자수가 수놓인 셔츠나 원피스 등을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크기의 배 

낭, 크로스 코디된 가방, 수편물로 짜여져 다양한 구 

슬이 장식된 가방, 니트 모자, 손뜨개로 짜여진 머플 

러, 나무, 돌, 뿔, 유리 등을 소재로 한 에스닉한 분위 

기의 오래된 듯한 목걸이, 동양적인 은제품의 악세 

서리, 투박한 느낌의 통굽 구두, 운동화, 다양한 소재 

와 다양한 길이의 부츠, 샌들 등이 각자의 개성에 맞 

게끔 코디네이트되어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의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표 

현된 히피 스타일을 스타일, 소재, 문양과 장식적인 

면에서 살펴본 결과,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 모두 

I960년대 히피의 저항성, 반전과 평화와 같은 정신 

적인 의미를 배제한 외형만을 모방한 히피를 표현하 

였으며, I960년대의 히피 스타일이 단순히 모방되지 

않고 변형, 변화되어 독특한 히피 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컬렉션에서 발표 

하는 디자이너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관심과 패 

션 전문지나 인터넷, 매스컴 등을 통하여 패션정보 

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 

여 컬렉션 트랜드와 스트리트 패션이 시차가 없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1990년대의 시즌별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을 통하여 I960년대의 히피 패션과 1990년대의 

히피 패션의 특징을 〈표 3〉에서 비교 • 요약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의 히피 패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외 컬렉션 및 스트리트 패션을 토대로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타일 면에서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은 

레이어드 룩이 일반적으로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 

에서 나타났다.

둘째, 소재 면에서는 1960년대와 동일하게 천연섬 

유의 사용이 단연 우세하였다.

셋째, 색상 면에서는 블랙과 화이트, 브라운 등의 

내추럴한 색상을 주된 색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비드 

톤의 사이키델릭적인 색상이 액센트 색상으로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문양 면에서는 히피의 반전과 평화를 상징 

하는 꽃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물 

문양의 사용이 우세하였다.

다섯째, 악세서리 면에서는 히피의 대표적인 악세 

서리라 할 수 있는 인디언 비드가 여러 다양한 재료 

로 표현되어졌고, 인도나 동양풍의 수공예적인 악세 

서리나 자수, 크리스탈, 비드로 장식된 화려한 헤어 

장식품들이 보여졌다. 그리고 두건과 니트로 짜여진 

모자가 컬렉션이나 스트리트에서 히피적인 요소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가방과 신발에서의 가방은 배낭형태의 가 

방, 모피, 비드, 스팽글을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크기 

이나 인디 언 풍의 프린지 장식, 꽃 문양이나 동물 문 

양, 매듭 실로 짜여진 가방 등이 많이 보여졌다. 신발 

은 밑창 전체가 높은 플랫폼 슈즈나 뱀가죽, 스웨이 

드, 가죽 등의 다양한 소재 의 부츠, 비 드로 장식 된 비 

치 샌들 등이 의상과 함께 코디되어졌다.

일곱째, 헤어와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긴 머리나 

한 가닥을 가늘게 땋아 내려 색색의 실로 엮은 인디 

언 풍의 헤어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상의 염 

색과 가발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컬렉션에 

서는 진한 섀도나 아이 라이너로 눈 주위를 검게 하 

거 나 Beauty spot으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이 대부 

분이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맑고 투명하면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많이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90년대에 나타난 

히피 패션은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악세서리, 소품 등의 스타일마다 부분적으로 포인트 

를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히피적 패션 

형태는 히피 문화 출현 당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 

를 지닌다. 즉, 히피 문화의 출현 당시의 반사회 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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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다소 소멸된 단지 외형만을 모방한 형태이다. 

이것의 의미는 저항적 하위문화 요소가 제거된 것으 

로서 1990년대의 히피 문화의 특징이라 할만하다. 

또한 그 흐름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1990년대의 세계 경제는 경기 불황 속의 침체된 분 

위기였고, 이때의 인간의 심성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본능과 세기말에 대한 불안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의상이란 매체를 통 

하여 그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히피 패션의 상징이 되고 있는 요소들과 

걸맞게 되어 마침내 히피 패션을 추구하게 된 것으 

로 짐작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옛것을 단순히 회고 

하여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 

대적 감각에 맞게끔 재해석하여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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