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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 스트리트 패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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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섬유패션공학전공 

Change of Japanese Street Fash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Kyu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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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hange of Japanese Street Fash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hange
were categorized into 5 terms from the late 1940s to 2000s. The first term was from the late 1940s to 1950s, when street
fashion was born. The second term was from the 1960s to 1970s and counter culture of street fashion appeared. The third
term was the 1980s, during which street fashion fluctuated. The forth term was the 1990s, a period of chaos in street
fashion. The fifth term was after 2000 and it was a retroaction term of street fashion. Japanese street fashion was influ-
enced by fashion magazines in those days. Various street fashions in Japan based on special society and cultural situation
accomplished Japanese basic fashion quality and influenced worl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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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트리트 패션이란 거리의 유행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

롭다는 특성이 있다(패션전문자료사전 편찬위원회, 1997).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유한 스타일로부터 자유로운 스타일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이 탄생한다. 스트리트

패션은 어느 시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된 스타일이 돌연 위화

감을 느끼게 되는 때, 그 부자유함으로부터 피하려고 함으로써

생겨난다. 

글로벌 사회에 들어선 현대는 첨단 IT기기의 발전에 수반하

여, 패션의 세계는 국경을 나누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인접국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

을 미친다.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60여년간 끊임없이 자유로운 스타일을 경신해 왔다. 물

론, 이러한 유행현상은 전쟁 전에도 있었지만, 소위 스트리트

패션은 역시 젊은이라고 하는 세대가 출현하여, 자기주장을 시

작한 전후(戰後)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일본의 패션은 세계의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패션의 발신지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지역

이다. 더구나 인터넷시대인 현대,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한국

의 젊은이들에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일본

패션의 기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

후 스트리트 패션관련의 문헌과 사진, 잡지 등을 조사·비교하

여, 일본의 전후인 194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를 5기로

대별하여, 각 시기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해 보

았다. 

2. 제1기(1940년대 후반-195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스트리트 패션의 탄생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1945년부터, 1950년대는 일본의 스

트리트 패션이 탄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스타일

로 자기주장을 할 정도로 아이덴티티도 가처분소득도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고, 패션산업도 아직 발전 도상이었다. 그렇다고

는 하나 그들은 대중사회와 아메리카문화를 호흡함으로, 독자

의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하고, 스트리트 패션의 싹을 길렀다.

그 선구자로서 종전 후에 등장한 것이 팡팡이다. 원색의 미

국산의 옷, 화려한 화장과 퍼머넨트 헤어스타일에는 후의 스트

리트 패션을 방불시키는 요건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을 모델로

한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에 의해 기성의 가치

관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다른 스트리트 패션에도 미국 대중문화에의 영합과 기성가

치의 전도라고 하는 특징은 보인다. 이 시기에 한해서도, 대중

문화로부터는 영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은「시네마 패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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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으로부터 파생한「맘보 스타일」과「칼립소 스타일(여가수

浜村美智子가 유행시킨 이국적이고, 야성적인 스타일)」,「로

카비리족(로큰롤과 컨트리 웨스턴의 일종인 힐비리를 합친 말)」

이 탄생하였다. 잡지와 영화,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50년대 미국의 패션은 이 시대의 기조라고도 할 수 있다(柳 洋

子, 1989). 또 한편, 팡팡의 사회교란자로서의 계보는「아프레

족(아프레는 ‘-의 후’라는 프랑스어로, 전후의 새로운 성격의 젊

은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후파」라고도 함」(田中千代, 1982),

「태양족」,「번개족」으로 이어져 간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시기는 기성가치에 대한 반항이 강하게 의식되었던 것은 아니

다. 도리어 대중문화에의 맹목적인 추수가 성인들의 반감을 사

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기성복보다는 양재쪽이 일반적이었던 이 시기는 젊은

이의 스타일도 성인사회의 질서에 편입되기 쉬웠다. 패션으로

보아 젊은이가 독자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은 맘보 스타일과

번개족 정도였다. 젊은이의 출현을 인상지은 태양족도, 성인을

능가하는 나이트 라이프를 즐긴「록폰기(六本木)족」도 성인

과 다른 스타일을 확립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멋의 기준은 독

자의 스타일이 아니고, 계층적인 아이덴티티와 성숙한 퍼스널

리티(댄디즘)였던 것이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2.1. 1940년대 후반의 스트리트 패션

패전의 쇼크가 식기도 전에 일본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

급, 암시장 등 얼마 안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빈곤생활이었

다. 식료와 교환하기 위하여 한 장, 한 장 의류를 판매하는 소

위「죽순생활」이었다. 이 시기는 패션은 커녕, 생존이 우선

이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은 국민복과 복원복(復員服), 여성은

부인 표준복과 몸빼(もんぺ, 여성의 노동복 바지) 등 전시중의

의류를 계속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구매의 용이와 같은 실용성

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즈음의 의복에 요구된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물건이 없어도 궁리를 모아 멋을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46년에는 가지고 있던 기모노를 이용하거나, 아메리

카 패션을 만드는 각종『스타일』 북이 폭발적으로 팔려, 전

후의 양재 붐이 시작되었다. 특히 전쟁에 의해 자활하지 않으

면 안되었던 여성들과 생활과 신부수업을 위해 기능을 추구하

던 젊은 여성들이 양재학교에 몰려, 일본의 양재문화는 본격적

인 부흥이 시작되었다. 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48년에 디자이너

즈 클럽이 결성, 다음해에는 패션쇼도 개최되었다. 

스트리트 패션의 관점으로 보면 보다 중요한 것은 전후의 거

리에 등장해 팡팡으로 불리운 스트리트 걸이다. 그녀들은 당시

암시장에서 판매된 아메리카제의 화려한 원색의 옷을 걸치고,

머리는 퍼머를 하고,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아메리카 병사들을

끌어모았다. 이 스타일은 후의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아메리

카지향과 반사회성이다. 

이 두가지는 아프레족에게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특히 아메

리카지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팡팡이 받아들인 밀리터리 룩도

시간이 지나자 일반에게 모드로서 입혀지게 되었고, 양재 스타

일은 거의 아메리카의 모방이었다. 황폐하고 비참한 일본 국토

로부터 살짝 엿본 풍요로운 아메리카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강한 동일화 소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일본인은 그 목적을 향

하여,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940년대에는 스트리트 걸, 아프레족 등, 아메리칸 스

타일(Fig. 1)로 불리우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이 탄생한 시기

이다.

2.2. 195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

1950년대는 역사상 최초로 틴에이저의 독자문화가 모습을 드

러낸 시기이다. 그때까지의 근대 사회는 성인과 어린이라고 하

는 두 가지 문화 밖에는 없었다. 전후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성

인과 어린이의 경계 밖에 없었던 일본 문화에 틴에이저가 나타

나 경제와 문화에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상징한 것이 샐린저의『호밀밭

의 파수꾼』(51년), 프레슬리와 로큰롤의 대두(55년경), 제임스

딘의 영화(55년경)와 같은 아메리카의 서브 컬쳐이다. 동시기

의 영국에서도 카나비 스트리트 등을 중심으로 틴즈 패션이 성

인문화의 대표라고도 할 오트쿠튀르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

했다.

한편, 50년대의 일본은 전후의 폐허로부터의 부흥이 급선무

였다. 그러나 실은 구미와 완전히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틴

독자의 패션이 꽃피었다. 이 배경에는 일본 경제백서의 선언에

서 보여지는 급속한 안정을 들 수가 있다. 

56년에 등장한 「태양족」과 58년의 「번개(가미나리)족」은

이 안정이 이미 젊은이의 내부에 경제적으로 혜택받고 있는 층

을 낳고, 독자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의 증거이다. 동시

에 이즈음 고도성장에 의해 도시와 농촌의 관계가 변질하기 시

작하였고, 집단취직의 형태로 젊은이들이 계속 동경에 집중하

였다. 이렇게 해서 패션 리더와 추종자와의 관계가 서서히 나

타났다.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은 당시 아메리카의 주둔군과

Fig. 1. 1940년대의 롱 스커트의 패션, STREET FASHION,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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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 영화와 패션잡지『Vogue』등에 의한, 아메리칸 이

미지의 압도적인 영향하에 있었다. 40-50년대 전반의 아프레족

과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 노골적인 아메리카지향의 한 예이다.

이 시기에는 기지 주변의 무수한 재즈 밴드가 기지외의 재즈

다방과 클럽 등으로 확산되어 아메리카 문화가 한층 저변화되

었다. 틴은 같은 세대의 재즈맨의 패션을 눈앞에 보고, 이것을

모방한「맘보 스타일」이 등장한다. 

50년대는 미디어가 크게 변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영화의 영

향은 압도적이었다. 영화속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한 패션은 그

획일성으로 인해 지금 보면 우습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것도 오

드리 헵번의 등장으로, 틴의 독자적인 세부의 아이템에 집착하

는 것으로 변해간다. 게다가 영화로부터 TV로 미디아의 주역

이 변함에 따라, 틴의 열기는 안방에까지 전해졌다. TV와 스트

리트의 장면이 때로는 신속히, 때로는 과장되게 미디어에 등장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50년대에는 「시네마 패션(Fig. 2)」,「맘보 스타일」,「칼립

소 스타일」,「태양족」,「로카비리족」,「번개족」,「낙하산 스타

일(페티코트로 부풀린 스커트)」,「색 드레스(파리 컬렉션이 세

계의 틴에이저에게 직접 유행한 자루 스타일의 드레스)」와 같

은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다(保崎, 1995).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과 특징은 Table 1과 같다.

 

3. 제2기(1960년대-197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

-카운터 컬쳐로서의 스트리트 패션

본격적인 스트리트 패션의 출현은 전후 탄생한 단카이(團塊)

세대(전후 베비 붐 세대)가 자유로운 가처분소득을 갖고 자기

주장을 시작한 60년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기 초

에 젊은이들은 같은 세대로서의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갖고, 성

인사회에 대항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학

생운동 등 정치의 분야인데,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혁명이 일어

났다. 그리고 그 혁명은 성공했다. 

60년대 전반의「록폰기족」, 「미유키족」, 「하라주쿠(原宿)

족」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50년대의 영향하에 있었다. 특히,

미유키족은 남성은 아이비 패션(댄디즘), 여성은 태양족 이래의

흐름을 잇는 리조트계 패션이었다. 지금 보면 건전한 스타일로

생각되나, 당시 그들은 차로 하라주쿠를 돌아다니고, 긴자(銀座)

에서 모인다고 하는 행동양식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이즈음부

터 젊은이는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예리하게 의식한다. 물론, 이

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의 젊은이들에게도 공통되었다(AERA

Mook, 1996).

60년대 후반의 스트리트 패션을 대표하는 스타일은 히피와

미니 스커트였다. 어느 것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문화였는

데,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컸고, 아마 전후 최대의 패션혁

명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영향을 단적으로 말하면, 어

덜트에 대한 영의 옹호이다. 어른이 만든 근대사회를 부정하고,

자연회귀를 주장한 히피의 생각은 성인사회의 드레스 코드를

파기하고, 장식성보다도 기능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낳았다.

또 미니 스커트는 성인 여성에 대한 소녀의 이미지를 대치시키

고, 소녀성을 긍정한 것이다. 다리의 노출에 의한 성의 해방 등

의 해석은 도리어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柏木 博,

1998). 

히피는「진즈」와「포클로어」,「헤비듀티」,「서퍼」 등의 계

보를 낳았고,「미니 스커트는「GS(Group Sound)」,「모즈」,

「레이어드」와「포클로어」스타일 등, 그 정신을 같이하는 패

션들을 만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카운터 컬쳐(대항문화)는 젊

은이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사회전체에 파급되어, 스타일의 혁

명을 이룬다.

물론 젊은이들의 요구에 응한 기성복의 발전, 즉 대량생산과

기술의 진보에 의한 코스트와 품질의 개선, 그리고 우수한 디

자이너와 소매업의 등장 등, 일본 패션산업의 근대화가 뒷받침

Fig. 2. 1950년대의 시네마 패션, SOEN EYE 19, p.40.

Table 1.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스트리트 걸 45년-50년, 전후 스트리트 패션의 선구자

아프레족
40년대 후반-50년 전후, 아프레 청년과 아메리

카 패션

아메리칸 스타일
40년대 후반-50년대 전반, 풍요로운 아메리카

의 일본적 해석

시네마 패션 53년-58년, 영화속의 패션을 모방

맘보 스타일 55년, 맘보 리듬과 맘보 바지

칼립소 스타일 57년, 남양풍의 엑조틱 패션

태양족

56년-58년경 출현한 젊은이의 패션으로, 소설 

『태양의 계절』을  영화화한 주인공의 방항적

인 이미지

로카비리족
58년-60년, 로카비리 스타와 광란하는 팬들의 

이미지

번개족
58년-62년, 흰 머플러를 목에 감고 바이크를 탄 

특공대의 이미지

낙하산 스타일과 색 드

레스
55년-58년, 틴이 만든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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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3.1. 196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

이 시기는 일본의 전후에 격동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

리는 시기일 것이다. 정치, 사회, 문화의 어느 것에서도 이 시

기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킨 연대는 없었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를 근저로부터 지지한 것이 ‘고도경제성장’으로 불리

우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이었다. 또한 64년에는 일본의 위신을

건 동경올림픽을 개최, 그 성공에 의해 일본은 전쟁으로부터의

기적적인 부흥을 세계에 알리게 된다. 68년에는 일본의 GNP

가 다른 선진국을 앞서 세계 제2위가 된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일본의 60년대는 국민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대중시대의 도래’

이다. 고도성장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고, 단지 살기 위

해 일하는 시대로부터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대

로 변해갔다. 대량생산은 대량소비와 이어져, 소비는 미덕이라

는 풍조를 낳았다. 그리고 저비용으로 생산된 공업제품은 경제

대국 일본을 받치는 중요한 수출산업으로서 육성되어 갔다. 

대중이 주역이 된 60년대에 가장 기염을 토한 것은 젊은이

들이었다. 젊은이 문화의 대두는 56년 태양족 출현으로 이미

그 조짐이 보였는데, 본격화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이다. 60

년대에는 자동차(car), 컬러(color) TV, 쿨러(cooler)의 3C가

‘새로운 3종의 신기(神器)’로서 대중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젊은이 문화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록폰기족(60년경)과

그후의 하라주쿠족(66년경)의 등장은, 자동차문화와 TV문화의

개막을 알리는 일이었다. 60년대 전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향수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선택된 젊은이들만이었는데, 미유키족(64

년)은 특권적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패션에 의해 젊은이가 주

인공이 되는 것을 나타낸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아이비 패션(아메리카 동부의 명문 아이비 리그 대학

생들의 일상복에서 유래한 패션)이다. 60년대 젊은이의 바이블

『평범 펀치(1964년 창간)』의 창간 후, 아이비 패션은 대표적

인 젊은이들의 패션으로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침투해간다

(鷲田淸一, 1998). 

60년대 후반이 되자, 일본 사회전체가 공전의 호경기로 들뜨

기 시작한다. 이 시기 젊은이 문화의 중심을 쥔 것이 베비 부

머(단카이세대)이다. 베비 부머란 종전 직후인 47년으로부터 49

년에 태어난 세대로 약 800만인의 인구이다. 소자화(小子化)라

고 하는 현재의 연간 출생수인 120만인에 비교하면 베비 부머

가 얼마나 큰 세대인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10대는 60년대와

그대로 겹친다. 65년에는 단대(短大)를 포함하는 대학생수가

100만인을 돌파, 이후 모라토리움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갔다.

고도 경제성장은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경제본위의 사회체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해, 교통전쟁, 교육

의 체제화, 전쟁에의 가담 등 많은 사회모순을 낳았다. 베비 부

머들은 풍요로움을 향수하면서도 그 풍요로움이 낳은 사회모순

에 대해서도 반항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베

비 부머들의 영향을 받고 「후텐(67-70년에 발행된 만화의 제

목으로, 일본제 히피를 의미)족」,「사이키족」이라고 하는 카

운터 컬쳐를 낳았다. 한편, 그들의 반체제적인 정신은 정치적

활동에도 이어져, 68년부터 69년에 걸쳐 일본 전국의 대학과

고교가 격렬한 학생운동의 폭풍을 일으키게 되나, 69년 이후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시들게 된다. 

패션에 눈을 돌리면 60년대는 젊은이들이 주도권을 쥠에 의

해, 오트쿠튀르로부터 프레타 포르테(기성복)로, 포멀로부터 캐

주얼로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는 「GS(Group Sound

의 약자)패션」과「히피패션(Fig.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

성패션의 여성화와 여성패션의 남성화가 일어나, 패션의 남녀

차는 줄어든다. 게다가 그때까지 남성의 눈으로 본 여성스러움

에 속박되어 온 여성패션도 67년의 미니 스커트의 유행에 의

해,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스러움을 주장해가게 된다(Fig. 4).

패션은 단순한 패션계의 유행에 머물지 않고, 젊은이들의 자

기주장의 상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보

더레스의 상황은 60년대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정치적 관심

이 음악과 연결되거나, 히피와 같은 사상적 관심이 패션과 연

결되는 등, 모든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60년대라고 하

Fig. 3. 1960년대의 히피족, STREET FASHION, p.119.

Fig. 4. 대유행한 미니 스커트, SOEN EYE 1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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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격동의 시대를 만들어 내었다.

1960 년대에는「록폰기족」,「미유키족」,「하라주쿠족」,

「GS·모즈패션(피코크혁명의 선구)」,「미니 스커트」,「히피」,

「후텐족」,「사이키」, 「앙그라(underground의 약자)족」,「학생

운동 패션」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고, 그 유형과 특징은

Table 2와 같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3.2. 197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

50년대에 등장한 젊은이들이 활발히 자기주장과 행동을 시

작한 것이 60년대라고 한다면, 70년대는 그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80년대를 준비한 과도기였다. 기성의 가치에 반항

해 온 그들은 학원분쟁과 너무나도 성급했던 문화개혁에 몰리

게 되어, 그 관심은 도리어 생활과 하위문화로 향해간다. 

1970년 ‘진보와 조화’를 슬로건으로 내 건 오사카 만국박람

회는 일본이 전후의 부흥으로부터 선진국이 되었고, 앞으로 와

야 할 미래의 이미지를 어필한 일대 이벤트였다. 

70년대는 기성의 패션 규범과 업계에 반항하는 스타일을 낳

았다. 이즈음 미니스커트, 핫팬츠, 판탈롱, 맥시스커트 등 다양

한 보텀 아이템이 공존했는데, 이것은 구래(舊來)의 드레스 코

드에 매이지 않는 성인들과 스커트길이와 유행의 결정권을 지

키려고 하는 패션산업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으로 입

고 싶은 것을 입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 진즈(Fig. 5)는 워크 웨어에 의한 안티패션을 나타내었고,

레이어드는 착장의 룰을 붕괴하였고, 포클로어는 어덜트에 대

한 영을 옹호한다고 하는 등, 기성가치에 대한 반역이었다. 이

러한 패션은 원래는 히피 등의 카운터 컬쳐가 낳은 것이었는데,

60년대의 히피가 일부의 풍속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70년대

에는 일반적인 패션이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 유행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패션잡지『앙앙(70년 창간)』

과『논노(71년 창간)』이다.『앙앙』은  파리와 뉴욕의 레이

어드와 에스닉, 심플 시크의 제안에 의해 독자를 계몽하는 한

편, 그즈음 등장한 파리의 프레타 포르테와 하라주쿠와 아오야

마  (靑山)의 맨션 메이커를 다루고, 브랜드의 가격 리스트를

처음으로 지면에 게재하는 등, 새로운 기성복 브랜드의 보급에

일조했다. 또한,『논노』는  건강한 가정의 젊은 여성들을 위

한 잡지로 출발했다. 그 패션 페이지에 기용된 젊은 독립계 디

자이너들(후의 DC붐의 입안자들)은 60년대 카운터 컬쳐의 제

안자로서, 종래의 패션산업에 질려, 새로운 패션을 만드는 열의

에 불탔다. 패션잡지『앙앙』과의  공동작업은 그들에게도 절

호의 기회였다. 히피적 카운터 컬쳐는『앙앙』과  그들 맨션

메이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작되어, 사상과 마이너 풍속으

로부터 스트리트 패션이라고하는 상품에 이르렀던 것이다.『앙

앙』과 『논노』는  젊은 여성들에게 애호되어, 이 잡지를 끼

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앙논족’이라는 유행어도 생

겨났다(保崎, 1995).

그러나 전후를 이끌어 온 베비 붐 세대인 단카이세대가 사

회인으로 뉴 패밀리를 이루자, 7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세

대는 카운터 컬쳐에 반발하게 된다. 젊은이가 중층적으로 층을

이루고, 이미 젊은이라고 하는 세대적 주장은 의미를 잃고, 젊

은이 내부에서의 차별화 투쟁이 필요하게 되었다.

75년에는 유럽의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일본제「뉴트라

(뉴 트러디셔널 패션)」가  탄생한다. 고베(神戶)의 부유층으로

부터 등장한 잡지 『JJ』는 뉴트라를 특집으로 창간된다. 『JJ』

가 보급시킨 스타일은 안정된 사회에서 고급스러운 귀여움이라

고 하는 상류계급적인 기호성으로 변환되어, 수년 후「하마트

라(요코하마의 트러디셔널 패션)」에 계승되어, 포스트 단카이

세대의 여성들을 끌어들였다(保崎, 1995). 이러한 뉴트라·하

마트라는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안티 유행의 브랜드 패션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AERA Mook, 1996). 

한편 1977년에 창간된 잡지『포파이』의 영향하에,「헤비

듀티」, 「서퍼」 등  스포츠 캐주얼의 타운 웨어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카운터 컬쳐적인 스타일도 70년대

후반에 발달한 소비사회의 배경속에서 의미가 변한다. 원래, 히

피의 DIY·자연존중정신의 산물이었던 카탈로그문화를 모방

Table 2. 196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록폰기족 57년-63년경, 이국의 밤거리에서 즐기는 젊은이들

미유키족
64년, 동경 긴자(銀座)의 미유키 거리 주변의 아이

비 패션

하라주쿠족
65년-67년, 하라주쿠에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모이

는 젊은이들

GS·모즈패션 66년-68년, 화려한 플라워 칠드런

미니 스커트 65년-74년경, 스커트가 무릎 위로 올라감

히피/후텐족
67년-70년대 후반, 아메리카문화와 호경기속의 불

량한 젊은이

사이키/앙그라족 67년-69년경, 사이키조 컬쳐와 앙그라 미디어

학생운동 패션
60년대 후반-70년대 전반, 격렬한 육체적 충돌을 

위한 스타일

Fig. 5. 1970년대의 진즈혁명, STREET FASHION,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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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포파이』가  후의 브랜드사회를 준비한다고 하

는 역설은 흥미롭다.

『포파이』의  고급스런 구미의 이미지는 일본의 4조(疊)반

다다미방이라고 하는 전통적 나르시시즘에 질려있던 새로운 젊

은층의 지지를 받아, 80년대의「JJ·포파이」 스타일로 전개

해 간다. 

이 시기에 보여진 고상한 소년·소녀 외에도, 주류사회에서

낙오된 젊은이들이 만들어 낸 패션도 잊어서는 안된다. 동료들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낸 그들은 「폭

주족」,「핍티즈」,「죽순족」등의 특이한 족(族)문화를 형성하

였다.

1970년대에는「다양한 보텀즈(Fig. 6)」,「진즈혁명」,「레이

어드」,「포클로어」,「폭주족」,「뉴트라」, 「하마트라」,「헤

비 듀티」,「서퍼」,「핍티즈」,「죽순족」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고, 그 특징과 유형은 Table 3과 같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4. 제3기(198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스트리트 패션의 흥망기

이 시기 스트리트 패션은 ‘안정과 변화’라고 하는 역방향의

스타일이, 어지러운 세대교체를 반복하는 난숙기로 돌입하였다.

젊은이는 이미 세대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고, 수년의 차이로 상

호를 부정하는 라이벌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70년대 후반의

스타일이 80년대 전반의 스타일에 부정되었고, 거기에 80년대

후반이 반발한다고 하는 스트리트의 패권을 둘러싼 공방이 전

개되었다.

70년대 후반, 카운터 컬쳐의 아이돌 스타일에 대하여, 다시

어덜트 스타일이 복권했다. 이것은 당시의 소비사회와 연결된

브랜드지향의 뉴트라, 하마트라, 프레피, JJ·포파이로 전개되

어 가는 스타일이다. 이러한 트래드(트러디셔널) 패션은 젊음·

변화보다도 성숙·안정을 지향하는 것, 당사자 이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세한 브랜드 룰 위에 성립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세대 특유의 브랜드(기호조작능력)는 이 시기에 발달한 고

도소비사회를 배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 소비사회를 이끈 ‘신인류(新人類)’세대는 기호조작능력

에 익숙한 점에서 선행세대와 공통된다. 80년대에 들어서자, 다

시 젊음·변화의 스타일을 본질로 하는 DC(designer character,

일본의 국민적 스타일) 브랜드 붐이 전 일본을 석권했다. 이 붐

은 외국의 모방이 아닌, 일본이 처음 독자의 패션을 확립하여

만든 옷으로, 70년대 후반의 선행세대인 트래드 세대로부터 벗

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즉, 모든 것이 소비되는 사회에서

그것에 흘러가지 않도록 안정을 지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

회보다도 빨리 변화를 계속하던가라는 두 세대의 가치관을 나

타내고 있다. 

게다가 80년대 후반에는 DC를 부정한 안정·성숙지향의

「시부카지(동경의 번화가 시부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캐주얼

로, 금단추 달린 다크 블루의 블레이저로 대표됨)」와 「보디

콘(Fig. 7)」이 등장한다(ファッション販賣, 1998). 기본적으로

는 트래드인 이런 저런 스타일은 DC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제

Fig. 6. 판탈롱(1971), SOEN EYE 19, p.7.

Table 3. 197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성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다양한 보텀즈 
68년-70년대 전반, 미니, 판탈롱, 핫팬츠로부터 맥시, 

미디까지

진즈혁명 60년대 후반-70년대 후반, 젊은이 최대의 패션 혁명

레이어드 룩 70년대 전반-중반, 착장의 룰이 사라진 코디네이트

포클로어 73년-77년, 소박한 에스닉 스타일

폭주족 70년대 중반-후반, 우익풍 스타일

뉴트라/하마트라 75년-80년대 초, 브랜드 지향의 콘서버 패션

헤비 듀티 70년대 후반, 아우트 도어 웨어가 타운에 등장

서퍼
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와 쇼난의 푸른 바다에 등장

한 서퍼 룩

핍티즈 77년-80년대 중반, 아메리카의 황금시대를 리바이벌

죽순족
79년-81년, 보행자천국에서 춤추는 기발한 패션의 젊

은이들 Fig. 7. 1980년대의 보디콘, STREET FASHION,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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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는 어지러운 스타일을 소비하는 스테이지가 된 것이다.

1980년대는 안정된 인프라 위에 다양한 컬쳐(특히, 신인류문

화)가 꽃핀 시대이다. 이러한 컬쳐는 상품으로서 우리들 앞에 제

공되어 그 모두가 소비된다. 80년대 후반으로부터 90년대에 흔

히 역사의 종언이 논의되는데, 과연 산업사회·소비사회의 최

종 단계와 혼동되어 황금만능주의가 일본 속에 확대되어 갔다.

정치와 경제분야에서도, 이만큼 온화하고 파란이 없던 시대

는 전후 예가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했고, 경제적으로

는 경기가 계속 좋아져, 지가고등(地價高騰)에 의한 계층화 사

회, 주식 등의 재테크 붐, 엔고 등에 받쳐진 버블경제로 돌입

하였다. 대학생이 해외 브랜드의 구입은 물론, 해외여행조차 간

단히 가는 시대가 되었다. 

죽순족의 안정을 배경으로 꽃핀 것이 신인류문화였다. 그것

은 감성시대의 문화, 즉, 논리적 사고가 아니고, 직감과 일순의

감성이 중시되는 문화였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시대의 기분

을 표현하는 카피라이터 등의 직업이 젊은이들의 동경의 직업

이 되었고, 식도락생활(그루메지향)과 카페로 대표되는 도시,

TOKIO(동경의 서구적 발음)가 그 영향력을 증가했던 것이다. 

이 문화를 주도한 것이 1960년 전후 출생한 신인류이다. 이

미 풍요로워진 시대에 탄생한 신인류는 감성시대의 총아로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기호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소비하

는가를 고민하였다. 그것은『포파이』 이후의 카탈로그 문화

를 흡수해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자질이었다. 

80년대 최초의 패션 스타일인 「JJ 걸· 포파이 소년」은  이

러한 신인류의 선구자였다. 브랜드와 음악에 관한 걸출한 기호

조작 능력이야말로 그들의 아이덴티티였다. 

JJ·포파이가 대중화한 이후, 스트리트에 등장한 것이 뉴 웨

이브였다. 그들은 신인류와 그 자질을 같이 하면서도, 음악에서

는 테크노 팝과 당시 영국에 등장한 소수파의 뉴 웨이브를 지

지했다. 아트와 영화, 사상 등도 어디까지나 소수파이고, 아방

가르드한 방향을 추구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건강함이 아닌, 런

던의 공허를 사랑한 것이다. 

그들이 스타일로서 선택한 것이 디자이너즈 브랜드였다. 런

던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이 클로즈업 되었던 시기에,「뉴트라

(Fig. 8)·하마트라」적인 70년대의 트래드 밖에 없었고, JJ·

포파이를 경멸하였던 그들은 그 과잉의 반동과 전위적인 스타

일에 빠졌던 것이다.

소수의 멋쟁이였던 디자이너즈 브랜드도 최종적으로는 국민

적 스타일(DC)로서 일본에 만연되어 간다. 그것은 신인류문화

와 DC브랜드의 포화를 의미하였다.

그에 대하여 80년대 후반 DC에 대한 비판은 보디콘과 시부

카지라고 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DC의 루즈 피트한

표현보다, 보디콘은 섹시함을, 시부카지는 베이식하고 고상한 캐

주얼을 옹호한 것이다. 보디콘은 남자다운 일과 놀이에 격려된

『Hanako』잡지에서 보는 여성 상위의 시대를, 또 시부카지는

스트리트 스타일의 주도권이 신인류로부터의 단카이 주니어로

교체된 것을 나타내었다. 80년대 후반, 신인류는 이탈리안 임포

트에서 보여지는 소프트 슈트로 회사사회를 개혁하였다.

89년의 리쿠르트사의 의혹과 쇼와(昭和)천황의 붕어 등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소설과 같은 폐쇄적

이고 안정된 시대도 막을 내렸다.

1980년대는 「JJ걸·포파이 소년」,「뉴 웨이브」,「까마귀족」,

「DC 브랜드」, 「올리브 소녀」, 「보디콘」,「시부카지」,「이

탈리안 임포트」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고, 그 유형과 특

징은 Table 4와 같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5. 제4기(199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스트리트 패션의 혼돈기

1990년대는 스트리트 패션의 시대라고 한다. 88년경부터 유

행한 시부카지와 91년경의 프레카지는 베이식 아이템으로서 일

세를 풍미했다. 또한 디자이너 제안형으로부터 소비자 주도형

으로 패션의 패러다임이 이행하였다. 90년 이후의「그런지」

와「서퍼」 등의 스트리트계 캐주얼이 패션의 주류가 되었다

(AERA Mook, 1996).Fig. 8. 브랜드지향의 뉴트라(1981), SOEN EYE 19, p.9.

Table 4. 198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JJ걸·포파이 소년 70년대 후반-80년대 초, 일본제 트러디셔널 패션

뉴 웨이브 80년대 전반의 퇴폐적이고 전위적인 소수의 패션

가라스(까마귀)족 82년-85년, 블랙의 카리스마

DC 브랜드 82년-87년, TOKYO발 토털 패션

올리브 소녀
83년-87년, 잡지 올리브에 나오는 꿈구는 리센엔느

(파리의 여고생) 스타일

보디콘 86년-89년, 잡지『Hanako』세대의 전투복

시부카지 88년-91년, 단카이 주니어의 트러디셔널 캐주얼

이탈리안 임포트 88년-90년, 버블시대의 브랜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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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로운 유행은 패션산업과 디자이너로부터가 아니고,

시부야와 하라주쿠 스트리트의 젊은이들로부터 생겨난다는 것

이다. 또는 모두가 제가 좋아하는 패션으로 치장하게 된 현재,

이미 큰 트렌드는 없고, 스트리트에 복수의 스타일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어느 것이든 이미 세대간의 스타일 투쟁이 아니고,

도리어 개인이 자기자신의 오리지널리티에 보다 집착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80년대적인 스타일의 소비사회에 대한 반발일지도 모

르고, 90년대에 등장한 스트리트계 브랜드에 보여지는 소녀성

이라고 하는 특징은 시부카지·프레카지(프렌치 캐주얼, Fig.

9)라고 하는 트래드에 대한 안티테제인지도 모른다. 안정과 변

화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를 움직이면서, 스트리트 패션은 끊

임없이 이전 시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스타

일로 향한다. 

국제적으로는 얄타체재의 붕괴에 의한 전후 질서의 혼돈, 국

내적으로는 55년 체재와 버블경제의 붕괴에 의한 혼돈과 전후

질서의 혼란과 재구축 중에 있던 20세기 최후의 10년간, 90년

대의 스트리트 패션도 혼돈기라고 할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이었다. 다양한 스타일이 스트리트에 공존하는 시대, 게다가 트

렌드가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시부카지 이후의 스트리트의 주류파는 프렌치 캐주얼인 프

레카지였다. 프레카지는 시부카지의 염가판 유럽 버전이라고도

부를만한 것으로, 버블 붕괴에 의해 브랜드를 떠난 시부카지의

대중화에 의해 등장했다. 심플한 아이템을 고상하게 입어내는

것이라는 시부카지의 기본자세를 계승해가고, 블랙·화이트·

그레이 등의 시크한 색사용과 보다 저렴한 브랜드가 특징이

었다. 그 스타일은 리센느(프랑스의 여고생)의 일상복을 연상시

켜, 아이템의 조합과 액세서리의 사용방법 등에 독자의 코디네

이트 감각이 느껴진다. 또한, 진즈와 티셔츠로 대표되는 아메리

칸 캐주얼을 받아들인 아메카지는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패

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深井晃子, 1993). 

이 변화는 횡으로의 의식이 강한 단카이 주니어로부터 자

신의 오리지널리티에 집착하는 포스트 단카이 주니어로, 패

션의 주도권이 이동해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중

고교의 제복이 90년 전후의 리뉴얼의 결과, 블레이저와 체크

무늬 스커트 등의 멋쟁이로 변화하여, 한없이 사복에 가까운

제복이 활발하게 거리에 넘치고, 여고생 스타일이 눈에 띄는

시기였다. 

이중 룩의 전형적인 놀이 패션은 장발에 루즈한 실루엣의 서

퍼와 보더, 특히 여성은 LA 스타일이, 그 차발(茶髮)과 보디콘,

루즈 삭스로 화제가 되었다. 또, JJ 등의 보수계도 수퍼 모델

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건재하였다. 그 한편 문화

계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런지, 인디즈, 랩, 모즈 등의 음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스타일도 등장했다. 중고옷과 벼룩시

장에서 양복을 찾고, 현재·과거 불문하고 외국의 뮤지션을 모

방하는, 스타일의 리바이벌현상도 일어났다. 93년의 히피, 94년

의 소프트 펑크는 스트리트계 브랜드(Fig. 10)의 등장과 새로운

감성의 탄생을 인상지었다. 이들 새로운 패션은 스트리트의 혼

돈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확실하다. 

Fig. 9. 1990년대의 프렌치 캐주얼, STREET FASHION, p.232.

Fig. 10. 배꼽을 드러낸 상의(1995), SOEN EYE 19, p.9.

Table 5. 199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프렌치 캐주얼(프레카지) 92-94년, 심플한 모노 톤의 일상복 감각

여고생 스타일 90년-, 새로운 제복의 착장 방법

리사이클 스타일 93년, 스트리트의 혼돈과 리바이벌. 앤틱지향

스트리트 브랜드 91년 이후, 시부야·하라주쿠·다이칸야마 

등에서 전개한 독립자본의 브랜드. 인디즈 브

랜드가 메이저가 됨 

네오 펑크 70년대의 리바이벌, 디자인 에센스는 그대로

이나, 70년대의 반항정신은 사라짐

그런지 룩 90년대 중기, 중고 옷이나, 일부러 탈색한 너

덜너덜한 옷의 레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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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프렌치 캐주얼」,「여고생 스타일」,「리사이

클 스타일」,「스트리트 브랜드」,「네오 펑크」,「그런지 룩」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고, 그 유형과 특징은 Table 5와

같다(アクロス編集室, 1995). 

6. 제5기(200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스트리트

패션의 레트로화

2000년 이후, 스파츠, 레그워머, 저지와 커트 앤드 소운(cut

and sewn) 니트의 빅 탑, 즈와브 팬츠와 루즈 팬츠 등 80년대

를 이미지원으로 하는 패션이 스트리트와 유럽 컬렉션 무대의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스커트에서도 확

대기조였던 미니 스커트와 이탈리아 디자이너 에밀리오 푸치

(Emilio Pucci)풍 기하문양, 레트로 퓨처 붐과의 상승효과로 식

스티즈 리바이벌이 스트리트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식스티즈 리바이벌」,「레이디 라이크」,「로

맨틱 보헤미언」,「도쿄 엘레강스」,「탈력계 캐주얼(Fig. 11)」,

「마루큐계(Fig. 12)」,「에이티즈 리바이벌」,「보이즈 캐주얼」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나타났고, 그 유형과 특징은 Table 6과

같다(ファッション販賣, 2004).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전후 스트리트 패션의 변화를 10

여년을 주기로 5기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출현유형과 특

징을 고찰하였다. 

제1기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40년대 후기에서 50년대로, 일

본 스트리트 패션의 탄생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스트리트

패션에는 풍요로운 아메리카 문화를 동경하는 아메리카지향과

반사회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시기에는 스

트리트 걸, 아프레족, 아메리칸 스타일, 시네마 패션, 맘보 스

타일, 칼립소 스타일, 태양족, 로카비리족, 번개족, 낙하산 스타

일과 색 드레스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제2기인 1960년대로부터 70년대는 카운터 컬쳐로서의 스트

리트 패션이 대두하여, 사상적 관심이 패션과 연계되는 등 격

동의 시대를 만들어 내었다. 이 시기에는 록폰기족, 미유키족,

하라주쿠족, GS·모즈패션, 미니스커트, 히피·후텐족, 사이

키·앙그라족, 학생운동 패션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제3기인 1980년대는 스트리트 패션의 흥망기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프라 위에 다양한 컬쳐가 개화한 시기이다. 이 시기

는 감성이 풍부한 소위 신인류들이 문화를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보텀즈, 진즈혁명, 레이어드 룩, 포클로

어, 폭주족, 뉴트라·하마트라, 헤비 듀티, 서퍼, 핍티즈, 죽순

족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제4기인 1990년대는 스트리트 패션의 혼돈기로 시부야와 하

라주쿠의 젊은이들이 유행을 이끌었고, 개인이 보다 자신의 오

리지널리티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는 JJ걸 ·

Fig. 11. 탈력계 캐주얼의 스트

리트 패션, ファッション商品

知識, p.56.

Fig. 12. 마루큐계의 스트리트

패션, ファッション商品知識,

p.56.

Table 6. 200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특징

식스티즈 리바이벌 미니 스커트와 에나멜 부츠, 커다란 둥근 버튼의 재킷에 대담한 기하문양의 원피스 등.

레이디 라이크 ‘숙녀와 같다’는 의미로 2000년 추동 유럽 컬렉션의 주류로 30-50년대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한 페미닌 스타일이 인스피레

이션의 원천. 프라다, 셀린느, 발렌티노 등이 중심.

로맨틱 보헤미언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보헤미언 처럼, 자유로운 발상으로 코디네이트를 즐기는 패션.

도쿄 엘레강스 2000년에 들어서자 미각(美脚) 팬츠로 대표되는 샤프하고 쿨한, 어느 부분에 모드적인 요소를 가미한 동경감각의 엘레강스

가 등장한다. 동경의 OL, 커리어우먼 사이에 유행. 

탈력(脫力)계 캐주얼 아무데서나 주저앉는 현대의 젊은이를 탈력계로 표현. 전체적으로 헐렁한 느낌으로, 런닝에 캐미솔을 겹치고, 원피스 아래

에 진즈를 입는 등 구극의 레이어드 스타일이 많다.

마루큐(09)계 시부야의 패션 빌딩「시부야 109」에서 볼 수 있는 섹시 캐주얼, 섹시 엘레강스계.

에이티즈 리바이벌 80년대는 보디콘 대 푸어 룩, 뉴웨이브 대 올리브 룩 등 상반되는 요소를 가진 스타일이 백화난만한 시대. 80년대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등장하는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보이즈 캐주얼 90년대 전반 보이즈의 걸즈화가 현저해진다. 그에 반발하듯 9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것이 보이즈 캐주얼이다. 여자애의 귀

여움을 부정하고, 보이즈 아이템이 갖는 베이식함과 높은 기능성에 매력을 발견한다. 오버 사이즈의 티셔츠, 카고 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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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파이 소년, 뉴 웨이브, 까마귀족, DC브랜드, 올리브 소녀, 보

디 콘, 시부카지, 이탈리안 임포트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

하였다.

제5기인 2000년대는 스트리트 패션이 레트로화하는 시기로

80년대를 이미지원으로 하는 패션이 등장하였고, 60년대의 리

바이벌이 스트리트 패션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식스티

즈 리바이벌, 레이디 라이크, 로맨틱 보헤미언, 도쿄 엘레강스,

탈력계 캐주얼, 마루큐(09)계, 에이티즈 리바이벌 등의 스트리

트 패션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당대의 패션잡지 영향

을 받은 바가 큰데, 60년대에는『평범펀치』, 70년대 이후에

는『앙앙』,『논노』,『JJ』,『포파이』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전후 일본에서는 각 시기별로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

이 나타났다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상황이 낳은 패션으로, 한

시대의 복식문화를 특징지음과 동시에 일본 패션문화의 기저

(基底)를 이루며 현대의 일본패션, 그리고 인국과 세계의 패션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금오공과대학교의 지원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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