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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yle of a1)dress allows important characterization of an era since they reflect con-
temporary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arts. Within a same category, period costumes develop in-
to styles that reflect specific consciousness. The research method and the scop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earch adopts a historical study method and a comparative research from a mi-
croscopic point. The scope includes resistance costumes that proceed with sans-culotte that com-
prises of the resistance party during the 18th French Revolution (1783-1799), and also a Hippy 
style which was popularized during the 1960s and 1970s for its anti-war movement. We re-
search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design factors reflecting resisting consciousness in cos-
tumes that affected costum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 Sans-culotte 
and the Hippie style reflect a common denominator in anti-social resisting customs. First, they 
show common characteristics that combine fashion trends of resistant element and design features. 
Second, they have common feature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deviation. On the other 
hand, these two customs also present a discriminative denominator in anti-social resisting customs. 
In the case of sans-culotte, they tend to symbolize confrontation by dividing into two equal parts: 
the old and new mode. Sans-culotte confronts the conventional mode and promotes practical cos-
tume styles based on justice standpoints. First, hippies pursue an exposition of individual emo-
tions that disclose internal meanings of love and desire. Second, they focus on subjective charac-
teristics and chase after masteries and pleasures by expressing intensity. Third, it extends and de-
velops folk costumes from many countries that reveal ethnic trends. Therefore, this research com-
pares and contrasts different changes in the fashions of revolutionary periods, and aims to re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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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costume characteristics, thus contributing to the pre-
dictions of future changes in fashion. 

Key words: anti-social resisting consciousness(반사회적 의식), comparative perspective(비교적 관점), 
Hippie style(히피 스타일), period costumes(시대복식), Sans-culotte(상-뀔로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복식은 당대(當代)의 정치, 사회, 문화 및 예술이

반영되어 한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시대복식은 같은 범주 내

에서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 특정 의식이 반영된 스

타일로 발생 및 발전되기도 한다. 특히 프랑스 혁명

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상의 단계에서 현

실 수준으로 이끄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단계로서, 복식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반사회

적 저항의식이 문화의 한 요소 즉, 저항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간문자, 박명희1)에 따르면 모

문화(Mother culture)란 ‘어느 시대에나 지배적인 사

상, 가치관, 규범’ 등을 뜻하며, 저항문화는 모문화

또는 기존의 사상에 대해 저항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곧 저항문화(Counter cul-

ture)는 반(反)문화로서 정의될 수 있는데 1960, 70

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의 극한 대

립 속에 민권운동, 여성인권 신장운동 및 반전시위

등의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변혁의 계기 속에서

반사회적 저항의식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곽태

기2)는 사회변혁에 의해 발생되는 ‘혁명적 패션변화

의 표현특성’을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시대정신과

상호작용하는 New Fashion이 표출’된다고 고찰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두 시기 모두 반사회적 저항적 문

화흐름이 특정 집단의 복식형태와 특성에 영향을 준

것을 통하여 각 시대에서 저항의식이 반영된 복식의

디자인요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범주와 차별적 범

주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기와 관련

된 신고전주의의 복식디자인을 연구한 정흥숙, 최현

숙3), 이혜주4)와 신고전주의 미적 범주 및 조형적 가

치를 연구한 함연자5)가 혁명기의 주류인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복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프랑스

혁명기의 상-뀔로뜨(Sans-Culotte)에 관한 역사적 고

찰을 연구한 김혜연6), 홍현웅7), 혁명기의 저항복식

을 연구한 러시아 혁명기의 의복을 다룬 최현숙8)과

저항패션을 연구한 간문자9)가 있다. 또한 저항문화

인 히피와 펑크의 미적특성을 연구한 김순자10), 히피

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정은숙, 김신

우11), 이순홍, 박선빈12),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을 다룬 이수인, 박길순13) 등 다수의 논

문들이 각각의 프랑스 혁명기와 1960, 70년대 히피의

복식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나, 반사회적 저항의식이

반영된 복식이 나타난 프랑스 혁명기의 복식과 1960,

70년대 히피의 스타일을 역사적 배경 및 정신을 상

호 관련하여 대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시대의식이 반영된

프랑스 혁명기의 상-뀔로뜨 복식과 1960, 70년대 히

피의 스타일을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대복식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내적특성 및 외적표

현을 고찰함으로써, 각 시대에서 보이는 공통적, 차

별적인 범주를 통하여 두 저항복식의 비교적 관점에

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학술논문 및 관련저서, 학술 데

이터베이스 웹자료 등을 중심으로 활용한 역사적 문

헌고찰을 통하여, 두유운14)의 역사적 연구방법론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의 시대적 흐름을 선정하여 고찰하

는 미시사적 연구방법과 두 시대의 공통성과 차별성

을 고찰하는 비교연구방법론으로 연구하였다. 역사를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영역으로 본 에른스트 베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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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15)은, 인간의 활동은 내면적인 원인, 즉 감정, 사

고, 의욕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며16),

정신적인 인과관계17)를 중시하였다. 또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역사를 ‘심적 활동상태의 기

록’18)이라 본 것은 결국 역사를 인간의 심리활동, 즉

의식적 활동의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

이므로, 특정시대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저항정신을 미시사적 연구를

통해 비교함으로서 역사적 연구방법론과 비교연구방

법론을 병행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18세기 프랑스 혁명기(1783-

1799)의 저항세력을 이루었던 상-뀔로뜨19)를 중심으

로 ‘상-뀔로띠즘(Sans-culottism)’20)에 의해 전개된

저항복식과 1960, 70년대의 반전운동과 경제 불황에

대한 반항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던, 특히, 즉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유행한 저항문화인 히피문

화의 복식으로 한정하였다. 프랑스 혁명기 동안의 반

사회적인 저항정신이 반영된 상-뀔로뜨를 선정한 근

거는 혁명기가 갖고 있는 특수한 정치, 사회적 환경

과 시대의 예술사적 흐름이 복식의 형태와 구성요소

에 잘 나타나있기 때문이며, 히피스타일 또한 1960,

70년대, 즉 패션의 혁명시대에 저항문화의 핵심으로

나타난 복식으로서 당시 사회와 가치관에 반하여 발

생한 저항의식이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18세기 프랑스혁명기의 사회문화 배경과
상-뀔로뜨 스타일의 형태 및 특성
1789년 프랑스혁명은 다양한 계급의 혁명을 포괄

하는 대표적 시민 혁명으로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사

회 불평등이 만연된 절대주의(絶對主義) 체제와 신

분제도의 모순을 드러냈다. Mercier21)는 혁명의 원인

을 혁명전 프랑스 사회, 즉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고 언급하였다.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였으며, 홍현웅에 따르면 1787년부터 1794년까

지 기간 동안에 전개된 상-퀼로트운동은 프랑스 혁

명에서 1789년 영주제적 권리의 폐지선언을 낳았던

농민층의 봉기와 더불어, 귀족계급 타도에 대한 '성

공적인 도시민중 혁명'22)이었다.

당시의 전반적인 복식 스타일의 흐름은 나폴레옹

이 집권하면서 왕정복고와 함께 사치스러운 부르주

아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귀족풍의 의상이 다시 등장

하게 되었다. 총재정부시대(1795-1799)에는 로베스피

에르(Robespierre)의 폭정종식(1793)과 부르주아 시

대의 개막으로 억압에서 풀려난 욕망의 표출이 만연

하였고 사치스럽고 기이한 형태의 복식이 나타나면

서 프랑스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과 문화의

영향이 강화되었다. Doreen23)의 연구에서는 1760년

에서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사이에 코트(Coat), 웨

이스트 코트(Waistcoat), 브리치스(Breeches) 등 3개

의 기본 겉옷을 착용하는 것이 남자들의 유행이었으

나<그림 1>24), <그림 2>25), 소재나 장식, 코트나 웨

이스트 코트의 재단은 점차 바뀌어갔다고 언급하였

다.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색상은 점차 어두워지고

소재는 더 무거워졌는데, 울(Wool) 소재는 일상복으

로써 실크(Silk), 새틴(Satin)과 벨벳(Velvet)을 광범

위하게 대신하였고 장식 또한 제한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복식은 고대복식을 기초로 한 시민

성이 풍부한 패션으로 전개되었다.

혁명시대(1789-1795)는 사회 전반에 걸친 혁명으

로 복식규제법이 폐기(1789)되었으며, 패션에서는 귀

족이 아닌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양상을 띠었다. 상-

뀔로뜨는 자유, 평등의 기반으로 장식화 된 화려함보

다 자연적인 모습을 중시하였다. Doreen26)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귀족들의 관습을 타파하

기 위해 ‘뀔로뜨의 상반된 이름으로 상-뀔로뜨’라 명

명하였으며, 무릎까지 오는 패셔너블한 브리치스가

아닌 트라우져스(Trousers)를 입은 것이 특징이었다

고 고찰하였다. 용어상의 뜻은 ‘브리치스를 입지 않

은(Without Breeches)’이라 정의하고 있다. 상-뀔로

뜨는 복장에서부터 기존의 복장구성과는 다른 특징

적인 부분이 드러나며 이는 사회적 상위계급에 대한

반항의식에 디자인적인 표현이었고, Mercier27)는 이

러한 복식의 착용대상은 주로 점잖지 않은 작가들

및 민중세력이 전반을 이루었다고 언급하였다. 김혜

연28)은 상-뀔로뜨를 단순히 복식의 디자인적 표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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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rey velvet coat

with stripe,

-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p. 71.

<그림 2>

뀔로뜨를 착용한

루이 16세

-http://blog.naver.

com/

<그림 3>

Sans-culotte

여성복식

- http://blog.naver.

com/

<그림 4>

The actor Chenard

dressed as a

Sans-culotte

-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p. 71.

만이 아니라 전 시대를 지배했던 ‘로코코 풍에서부터

유행된 복식 스타일 및 문물에 대한 반발’이라 전하

였고, 상-뀔로뜨 스타일은 민중복식과 함께 새로운

패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

운 패션이라 할 수 있는 상-뀔로뜨 스타일은 복식양

식의 저항요소들이 프랑스혁명 직후에 ‘New Fashion

이 발생되면서 혁명적 패션변화’를 일으켰다고 언급

한 곽태기29)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복 스타일의 변화는 전보다 급진적이고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상-뀔로뜨 스타일의 남자복식은 신구

양식-지롱드당과 자코뱅당-의 이분대립화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하고 영웅

심과 용기를 찬양하는 남성적인 양식을 지향하였다.

이는 엄격한 윤리적 미덕, 시민적 헌신, 영웅주의, 자

기희생 정신이 감수성 시대의 로맨스와 우유부단함

과 부드러운 정감을 대치한다는 상징성을 띄고 있었

다. 여자복식은 혼합형의 스타일이 특징적인데, 간소

한 복식이 주를 이루었고 키톤(Chiton)풍 또한 재등

장하였다. 여자 또한 보넷(Bonnet)을 쓰고, 색상의

강한 대비로 이루어진 줄무늬 스커트의 착용으로 실

용적이면서도 편안한 차림을 추구하였다<그림 3>30).

주로 검은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의 강하고 탁한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였고, 조화롭지 못한 색상배합

과 불안정한 형태, 과도기적 현상에서 표출되는 부조

화의 스타일을 나타냄으로서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

리를 복식으로 표출하였다. 특히 Doreen31)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역사적 문헌에서 나타나는 상-뀔로

뜨 스타일은 ‘갈색 계열의 재킷과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갈색 줄무늬의 웨이스트 코트, 트라우져스,

모자, 셔츠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한다<그림 4>32),

<그림 5>33). 초기 혁명기의 사람들은 상-뀔로뜨 스타

일을 용감하게 앞서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후기로 갈

수록 더욱 과감하고 혁명가다운 스타일로 복식을 착

용하였다.

김혜연34)에 따르면 혁명기의 상-뀔로뜨 복장은 브

와이(L.L. Boilly)의 작품에서 주로 엿볼 수 있다. 브

와이(L. L. Boilly) 작품에서의 상-뀔로뜨 복장은 1792

년 10월 14일 Savoie 지방 축제에서 배우 슈나르

(Chenard)를 모델로 한 작품이 주로 나타나는데<그

림 4>, <그림 6>35), 기존의 복장구성에서 트리코른

(Tricorne)과 뀔로뜨를 착용하는 대신에 보넷과 판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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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ier (1982)

⇨

김혜연 (1983) / Doreen (1992) 해당 디자인 요소

⇨

특징

내적

상징

엄격한 윤리적

미덕

외적

표현

신구양식의 이분대립화적 양식

강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

표현

무릎까지 오는 브리치스가

아닌 트라우져스 착용

검은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 강하고 탁한 계열의 색상을

이용

정의

신념

영웅주의 ⇨
영웅심을 찬양하는 남성적

양식 지향

혁명을 상징하는 갈색재킷과

붉은색과 갈색줄무늬 웨이스트

코트, 트라우져스, 모자, 셔츠

구성

⇨ 용기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
⇨

부조화의 색상배합

불안정한 형태

과도기적 현상에서 표출되는

부조화의 스타일

색상의 강한 대비로 이루어진

줄무늬 스커트, 베스트의 착용

상징성이 강한 붉은색,

갈색계열의 색상 조합

⇨
저항

일탈

시민정신과

자기희생 정신
⇨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로코코

양식 배제

키톤풍(chiton)의 재등장

혼합형 스타일의 간소한 복식

실용성 지향

여성복식 또한 남성화 되어

보넷 착용으로 실용적인 복장

추구

민중을 상징하는 깃발, 보넷과

판탈론, 카르마뇰과 피에몽

지방의 짧은 상의와

나막신으로 구성

⇨
저항

헌신

<표 1> 상-뀔로뜨 스타일의 내적상징과 외적표현에 대한 분류, 해당 디자인 요소 및 특징

<그림 5>

Sans-culotte 1792

- The Encyclopaedia of

World Costume, p. 352.

<그림 6>

Flag bearer during

civic celebration

- A History of Men's

Fashion, p. 19.

<그림 7>

혁명의 상징

Sans-culotte 스타일

- http://blog.nav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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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Pantalon), 카르마뇰(Carmagnol)이라는 피에몽

(Piemont) 지방의 짧은 상의와 나막신, 그리고 민중

을 상징하는 깃발로 의복을 구성하였다<그림 6>, <그

림 7>36). 다음은 위의 학자들이 고찰한 것을 바탕으

로 하여 상-뀔로뜨 스타일의 내적상징과 외적 표현

에 대한 분류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 및 특징을 정리

한 것이다<표 1>.

2. 1960, 7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히피스타일의 형태 및 특성

1960년대 히피의 발생은 간문자37)에 따르면, '미국

과 소련의 극한 냉전 속에서 발생한 경쟁의 결과'로

써 사회문화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계기였

다. 히피(Hippie)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장기적인 번

영을 누리는 가운데 발생하였는데, 반항적인 젊은이들

의 즉흥적인 사조로 주로 청년층에 많았다. Farid38)에

의하면 히피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성의 문화, 정치,

성, 질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1960년대의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며,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

게 ‘반전과 사랑을 외치며 자연에 심취했던 전후 베

이비 붐 세대’이다. 70년대 히피를 추구했던 젊은이

들은 자기만족에 더 가치를 두었고, 여성들이 본인의

자존감을 찾으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지(Trousers)

의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발생된 히피패션은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패션경향을 받아들인 고소득층으로 전

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인성39)에 따르면 히피패션

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의 다양성이며 이러한 다

양성은 반문화에 대한 상징의 일환으로 기존의 획일

적인 주류패션에 대한 다양한 패션의 표출로 나타났

다는 것이다. 1960, 70년대에는 잡지, TV, 영화 등의

대중매체 발달로 대중문화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으

며 새로운 창조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과학혁명

이라는 시대가 왔고, 젊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론 티어 정신을 주창하였으며 사람들은 비틀즈

와 록 스타들에 열광하였다. 이순홍, 박선빈40)은 히

피의 끊임없는 변화를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여권신

장, 흑인민권운동 등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으로 설명

하고 있다. 현대의 기계문명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철학적 무관심, 모든 의복의 요소들을 어떠한 기준

없이 착용자의 개성과 취향으로 맞추어 입는 것이

히피스타일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심리적인 쾌락주의

와 환경적인 에콜로지 사상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소

수민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양적인 철학뿐만 아

니라 종교적 관심이 민속풍의 의상으로 발전되었다.

히피들은 그들의 사회에 대한 사상을 상징하는 꽃

또는 아라베스크 문양을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사회

적 상황과 맞물려 60년대 후반의 패션경향은 반전과

평화주의로 대변되며 꽃을 모티브로 이용하여 손뜨

개, 패치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스닉(Ethnic) 패

션을 확대하였다. 히피의 에스닉 요소는 특히 아프리

카, 인디안 민족들의 영향이 짙었는데, James41)에 따

르면 민속풍과 전원풍을 상징하는 집시의상이나 러

플(Ruffle), 프린지(Fringe) 장식의 인디언풍, 동양풍

의 의상, 아프간 코트, 헤어밴드 등도 유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녀공용의 청바지나 남자의 긴

머리를 통해 의복에서의 성적개념을 허물고 유니섹

스 모드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히피의 문화적 특성을 Brake42)는

‘소극적 저항, 이동성, 표현적, 주관적, 개인주의’의 5

가지 내적측면을 상징적으로 연구하였다. 소극적인

저항은 패션에서 어떠한 일탈적인 경향을 보임으로써

반핵이나 군용 마크, 군복착용, 유니섹스 의상을 통하

여 그들의 저항패션을 표출하였고, 이동성은 다양한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민속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

로 인해 에스닉스타일과 노스텔직 스타일의 패션과

전원적인 생활에서의 패전트 룩을 입는 스타일로 설

명 할 수 있다. 표현적이고 주관적인 히피의 내적성

향은 사회에 대한 저항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패션으로 과감히 표현하여 시스루

의상이나 꽃문양 등을 통해 본인들의 강한 의지를 표

현하는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말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히피의 개인주의는 현실도피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쾌락주의가 나타났는데,

환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약물을 이용하고 사이키

델릭 아트를 개발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lizabeth Rouse43)는 히피스타일의 외적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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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긴 머리의

히피스타일

- http://blog.naver.

com

<그림 9> 인디언셔츠와 벨버텀

팬츠를 입은 히피들

-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87.

<그림 10> 1973년

유니섹스 스타일

-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8.

<그림 11>Carnaby

Street의 히피의 모습

- Costume &

Fashion, p. 267.

‘에스닉 스타일, 노스텔직 스타일, 작업복 스타일, 군

복 스타일’의 4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에

스닉 스타일로서 아프간 코트, 카프단, 구슬장식, 실

크스카프, 프린지 장식의 인디언 전통의상, 판초, 자

수 블라우스, 스모크 등의 아이템이고, 둘째는 노스

텔직 스타일로서 고대의상과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의상, 인도, 러시아, 터키 등의 전통요소를 도입

한 의상, 개척시대 스타일인 꽃무늬 통 드레스 등이

다. 셋째는 작업복 스타일로서 블루진, 통바지 작업

복, 직접 만들어 장식한 진, 천연섬유로 만든 옷 등

이며, 마지막으로 군복 스타일로서 반전 운동의 일환

으로 입게 된 커다란 군용코트, 위장재킷 등이다.

히피는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의복에서 저항적 요소를 표출하였다. 그들의 복식스

타일은 기성세대의 복식양식, 규격화된 사회역할에

맞는 유니폼에 반대하여 개성을 찾고 자아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복착용을 수용한다고 Andrew44)는 언급

하였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전사상을 표현한 의복으

로 군복스타일, 군용 베레모, 군화의 사용과 군대기

장, US ARMY로고를 붙인 의상 등이 유행하였고,

특히 반전운동의 강한 상징은 국기로 만든 의상과

반핵 마크의 펜던트, 배지 등의 착용 및 그림 표현이

었다. 이는 히피 패션이 사회와 기존문화에 대한 반

항을 보여주는 의복양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이후로 긴 머리는

여성의 상징이었으나, 남자히피들은 긴 머리와 수염

으로 기존사회 관념에 저항하였다<그림 8>45). 이러한

저항의 상징으로 의도적인 초라한 외모와 작업복이

아닌 일상복으로서의 블루진 착용이었다. 또한 규격

화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

이 만든 구슬 목걸이의 착용과 자수, 퀼팅, 징의 장

식 등 그들의 사상을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하고<그

림 9>46), 씻지 않은 몸, 신체의 노출, 집시 스커트 등

은 당시 역할과 체면만을 중시한 사회관습에 대한

반항으로 저항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 중 가장 혁신

적인 패션변화로 유니섹스 모드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그들의 신체적

해방과 남성들과의 대등한 신분을 주장하며 발생한

트렌드로, 노브라 운동 등의 의복을 실용적이고 덜

조이며 단순하게 착용하는 양식을 추구하였고 다양

한 연령대에서 유행되었다<그림 10>47). 그 예로 여성

이 바지를 착용하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상승을 보여

주는 벨버텀(Bell-bottom)팬츠 또한 남성의 바지가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라인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주

기도 하였다<그림 11>48).

히피 스타일은 현재의 양식을 타파하고 다른 양식

을 지향하며 고대로 회귀하려는 일탈적 양상을 띠었

는데, 히피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청년들이 모여 샌프란시스코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도 하였다<그림 12, 13, 14>49). 그들의 표현수단

은 물질로 부터의 일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탈

피하는 것이었다. 그 예로는 고대복식, 군복 및 러플

이 달리고 부푼 소매의 집시의상, 빅토리안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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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3, 14> 1967년1월 샌프란시스코의 히피운동

- http://blog.naver.com/

<그림 15, 16, 17> 남루한 모습(shabby look)의 히피스타일

- http://blog.naver.com/
<그림 18> 부츠와

백을 맨 히피들

-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86.

등의 복고적인 로맨틱 룩이 있다. 히피들은 골동품

가게에서 1930년대의 프린지 숄, 레이스 블라우스,

긴 벨벳 코트와 드레스를 찾았고 오래된 장식이 있

는 재킷, 옛날 조끼, 프록코트 등을 진과 함께 매치

하여 언밸런스하게 착용했다<그림 15, 16, 17>50). 또

한 그런지 룩은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가난하고 겸

손함을 함께 의복으로 표현하여 남루한 모습(shabby

look)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 예로는 낡은 청바지

에 홀치기 기법, 패치워크, 스모킹, 자수 등의 수공예

기법이 대비되어 장식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와 같이

히피의 낡은 의복은 전통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재에

서 일탈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운동이자 의복양식의

전환이었다. 또한 전원에 대한 낭만과 회귀의 표현으

로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작업복, 셔링(Shirring)이

들어간 패전트 룩, 기존의 미니스커트의 유행에서 탈

피한 발목까지 오는 길고 헐렁한 스커트, 펠트모자,

카우보이부츠 등의 아이템<그림 18>51)은 문화적 일

탈을 상징하며 자연으로의 복귀를 상징하였다.

히피는 사랑은 모든 사회악을 이긴다는 사랑을 상

징함으로써 사랑, 욕망을 의복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랑의 여름(Summer of Love)’이

라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동경하고 꽃을 자주 사용하여 Flower Children

이라고도 불렸다<그림 19, 20, 21>52). 사람들은 꽃을

나누어 주거나 팔며 남자도 꽃무늬 셔츠나 바지를

입었고 꽃을 수놓고 장식한 패전트 블라우스, 블루진

등을 입기도 하였다. ‘꽃은 총에 대한 무언의 저항’53)

이라 하고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히피들은 모여 열

광하였으며<그림 22>54), 얼굴 및 신체에 꽃, 사이키

델릭 문양을 페인팅하기도 하였다. 또한 Hall55)의 연

구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욕망의

표출과 사랑의 표현, 性에 대한 관대함이 육체 노출

의 표현으로 이어져 여자들의 가슴노출이 발생했는

데, 그 예로 탑-리스(Top-less) 수영복과 이브생로랑

(Yves Saint Laurent)의 시스루(See-through) 블라

우스가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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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헤이트

애쉬버리에서의 Hippie, 1968

- http://blog.naver.com/

<그림 20>

헤이트

애쉬버리에서의

Hippie, 1968

- http://blog.

naver.com

<그림 21>

헤이트

애쉬버리에서의

Hippie, 1968

- http://blog.naver.

com

<그림 22>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Hippie

- http://blog.naver.

com

<그림 23> 마약경험을 노래한

밥 딜런

- http://blog.naver.com/

<그림 24> 지미

핸드릭스의 'Purple

Haze'

- http://blog.naver.

com/

<그림 25> 헤이트 애쉬버리에서의 Hippie

1968

- http://blog.naver.com/

<그림 26>

민속의상 스타일의

히피들

-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90.

히피들은 현실가능성이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과 신비함을 느끼고 이를 의

복에서 신비적, 쾌락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마약 효과,

제 3세계를 향한 여행, 동방종교 등이 이러한 관심을

대체하였다. 또한 히피들에게 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뮤지션인 밥 딜런(Bob Dylan)과 지미 핸드릭스(Jimi

Hendrix)는 마약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변화를 노래

로 표현한 뮤지션이다<그림 23>56), <그림 24>57). 특

히 LSD의 효과로 얻을 수 있는 히피룩의 환상적, 환

각적 느낌을 LSD없이도 경험이 가능하도록 사이키

델릭 프린트를 의복에 이용하여 현란한 색채와 어지

러운 패턴으로 직물에서 나타나는 마약적인 효과를

주었다. 또한 박준현58)의 연구에서는 사이키델릭 음

악 또는 프린팅직물 뿐만 아니라, 히피들의 라이프스

타일에 영향을 준 인디언 풍습과 복식을 차용한 모

카신, 깃털머리장식, 프린지, 수도승 튜닉, 목도리, 카

프단 등을 이용하여 비현실성에 대한 신비감과 쾌락

을 의복으로 표현하였다고 언급하였다<그림 25>59),

<그림 26>60). 이는 자연주의적인 호기심에 근거한 소

수 민족에 대한 신비함으로 기존 관습의 타락을 거

부하고 인디언 전통가치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었다.

또한 제 3세계 여행을 테마로 중동의 현란한 색, 요

란한 프린트와 구슬, 무거운 장식, 휘날리는 옷, 염색

한 튜닉셔츠, 거울장식의복, 비드나 금속 목걸이 같

은 보석류의 착용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신

비와 쾌락적 특성은 사이키델릭 컬러와 에스닉 룩의

일부로 표현되었고 민속풍의 패션으로 진화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26>.

이상에서 살폈던 Brake의 히피의 내재된 사상에

따른 5가지 유형에서 Rouse의 외적표현 4가지 유형

을 대비 및 분류하여 복식의 해당 구성요소 및 특징

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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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e (1980)

⇨

Rouse (1989) 해당 디자인 요소

⇨

특징

내적

상징

소극적 저항

외적

표현

군복

스타일

군복, 군용모자,

국기로 만든 의상, 꽃

반핵마크, 펜던트, 배지

남자의 긴 머리, 긴 수염, 블루진, 남성복의 여성적

이미지, 초라한 외모, 여성의 가슴노출,

고유한 개성표현, 유니섹스의상,

벨버텀(Bell-bottom) 팬츠

저항

이동성 ⇨

노스텔직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작업복

스타일

고대의상, 집시의상,

빅토리안 스타일, 중고의상, 수선된 옷, 그런지룩,

레이어드룩, 덧대어 기운 블루진, 샌들, 맨발

수공예 디테일(홀치기, 패치워크, 스모킹,

자수기법 등)

전원풍의 페전트(Peasant)룩, 작업복,

나체, 긴 머리

⇨ 일탈

표현적 ⇨
에스닉

스타일

꽃 장식, 바디페인팅

육체노출, 시스루(see-through) 의상
⇨

사랑

욕망

주관적 ⇨

에스닉

스타일

사이키델릭 컬러 직물프린트

인디언 프린지, 머리띠, 인디언 자수 및 직조,

모카신, 깃털머리장식

제3세계 민속의상, 판초, 목걸이, 각종 장식 고리,

구슬, 종, 부적, 페이즐리 문양,

힌두교로브, 네루재킷,

카프단, 수도승 튜닉

⇨

신비

쾌락

개인주의 ⇨ ⇨

<표 2> 히피 스타일의 내적상징과 외적표현에 대한 분류, 해당 디자인 요소 및 특징

Ⅲ. 연구 결과
1.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와 1960, 70년대
반사회적 시대복식의 공통적 범주

각 시대 복식에 나타난 반사회적 시대복식의 공통

적 범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에 의한 복식표현은 상-뀔로뜨와 히피

스타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상-뀔로뜨 스타

일의 외적 표현은 불안정한 형태와 과도기적 현상에

서 표출되는 부조화의 스타일, 부조화의 색상배합이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풍의 복식요소가 상징

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하고 키톤풍(Chiton)이 재등장하

였다. 이와 같이, 당대 패션의 흐름과 혼합된 형태를

보이거나 실용성의 지향으로 남녀의 구분이 불분명

한 간소한 복식이 나타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혁명기

의 불안정한 심리와 탈선적, 풍자적, 고발적 경향, 시

민정신의 발현, 자기희생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색상의 강한 대비로 이루어진

줄무늬 스커트, 베스트의 착용뿐만 아니라 저항적 상

징성이 강한 붉은색, 갈색계열의 색상 조합을 예로

들 수 있고, 여성복식 또한 남성화 양식을 띠면서 보

넷을 착용하며 유동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추구

하였다. 깃발과 보넷, 판탈론, 카르마뇰 등 피에몽 지

방의 짧은 상의와 나막신으로 함께 매치되는 특징적

인 의복구성은 민중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복의 요

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히피 스타일 에서는 패

션으로서 사회에 저항하고자 하는 소극적 저항의 일

환으로 군복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서 저항적 의미를

표출하였으며, 군복, 군용모자, 국기로 만든 의상, 꽃

반핵마크, 펜던트, 배지, 남자의 긴 머리와 긴 수염,

블루진의 착용, 남성복의 여성적 이미지, 초라한 외

모, 여성의 가슴노출, 고유한 개성표현, 유니섹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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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벨버텀 팬츠 등의 특징적 요소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저항에 의한 복식 표현의 특징적 요

소는 여성복식의 해방과 유니섹스 모드, 저항을 상징

하는 색상 및 마크, 전쟁과 관련된 의복양식이 공통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상-뀔로뜨와 히피 스타일에서는 일탈적인

복식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일탈적인 양식에

서의 상-뀔로뜨 스타일의 외적 표현은 영웅심을 찬

양하는 남성적 양식을 지향하였고 이는 영웅주의와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구체적인 예로는 혁명을 상징하는 갈색재킷과 붉

은색과 갈색줄무늬의 웨이스트 코트, 트라우져스, 모

자, 셔츠로 구성됨을 들 수 있다. 히피 스타일에서

이동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외적 표현양식은 노스텔

직(Nostalgic)스타일, 에스닉(Ethnic)스타일, 작업복

스타일로서 이동성으로 인해 일탈적인 특징을 표현

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는 고대의상, 집시의상, 빅토

리안(Victorian)스타일, 중고의상, 수선된 옷, 그런지

룩, 레이어드룩, 덧대어 기운 블루진과 샌들, 맨발로

다는 행위, 수공예 디테일-홀치기기법, 패치워크, 스

모킹, 자수 등-과 전원풍의 패전트(Peasant)룩, 작업

복, 나체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일탈적인 양식에서

의 공통된 요소는 불안정한 상태의 믹스 매치된 디

자인과 색상의 조합과 기존의 스타일이 아닌 외부적

인 요소들을 차용하여 조합을 이룬 것이 특징이며

고대의상 또는 전통의상의 차용, 상징성이 짙은 색상

의 사용 등과 같은 의복에서의 상징적 요소 도입이

특징이었다.

2.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와 1960, 70년대
반사회적 시대복식의 차별적 범주

각 시대 복식에 나타난 반사회적 시대복식의 차별

적 범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뀔로뜨 스타일에서는 엄격한 윤리적 미

덕에 근간한 신구양식의 이분대립화적 양식이 나타

나며, 여성복식의 남성적 양식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혁명전의 복식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화

려함과 감성적인 색상보다는 강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상-뀔로뜨는 기존의

관습적인 양식에 대립되며 엄격한 윤리에 기초한 복

식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복식

이 전형적인 여성성 보다는 실용적이고 정의를 지향

하는 상-뀔로뜨의 정신에 입각하여 좀 더 남성성을

띈다는 점도 엄격한 윤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릎까지 오는 브리치스가 아닌 트라우져스를

착용하고, 검은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 강하고

탁한 계열의 색상을 복식에 주로 이용하였다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히피스타일에서는 사랑과 욕망이라는 내재

된 의미가 표출되면서 에스닉 스타일의 꽃장식과 바

디페인팅, 육체노출 및 시스루 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히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여 자신의 몸과 얼굴을 사랑과 아

름다움으로 승화하려는 욕망의 표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개인주의 성향으로 신

비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사이키델릭(psychedelic)

색상의 직물프린트, 인디언 프린지, 머리띠, 인디언

자수 및 직조, 모카신, 깃털머리장식과 제3세계 민속

의상, 판쵸, 목걸이, 각종 장식 고리, 구슬, 종, 부적,

페이즐리(Paisley) 문양, 힌두교 로브, 네루재킷, 카프

단(Caftan), 수도승 튜닉(Tunic) 등의 매우 토속적인

에스닉스타일을 착용하여 독특한 히피문화를 추구하

였다. 다음은 상-뀔로뜨와 히피 스타일의 내적상징과

외적 표현의 공통적 범주 및 차별적 범주를 통해 각

구성요소의 특징적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표 3>.

Ⅲ. 결론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혁명기를

상징하는 상-뀔로뜨 스타일과 1960, 70년대 사회변혁

기로 대표되는 히피스타일의 내적상징에 의한 외적

표현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반사회적인 의식적 관

점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뀔로뜨는 혁명기에 발생함으로서 사회적 상위

계급에 대한 반항의식의 일환으로 복장에서부터 특

징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드러나며 이러한 요소들은

한층 더 나아가 기존의 복식 스타일 및 문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히피운동은 전쟁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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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내적 상징 외적 표현 해당 구성요소 특징적 요소

공통적
범주

저항 ⇨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뀔로뜨)

시민정신
자기희생
정신

(상-뀔로뜨)

⇨

부조화의 색상배합
불안정한 형태
과도기적 현상에서
표출되는 부조화스타일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로코코 양식 배제
키톤풍(chiton)의

재등장

혼합형 스타일의
간소한 복식
실용성 지향

색상의 강한 대비로 이루어진 줄무늬
스커트, 베스트의 착용

상징성이 강한 붉은색, 갈색계열의
색상 조합

여성복식 또한 남성화되어 보넷
착용으로 실용적 복장 추구

민중을 상징하는 깃발, 보넷과
판탈론, 카르마뇰

피에몽 지방의 짧은 상의와
나막신으로 구성

⇨

여성복식의
해방 및

유니섹스 모드

저항을
상징하는 색상
및 마크

전쟁과 관련된
의복양식

소극적 저항
(히피)

⇨ 군복 스타일

군복, 군용모자,
국기로 만든 의상, 반핵마크, 펜던트,
배지, 남자의 긴 머리, 긴 수염,

블루진, 초라한 외형,
고유한 개성 표현, 유니섹스의상,

벨버텀 팬츠

⇨

일탈 ⇨

영웅주의
(상-뀔로뜨)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뀔로뜨)

⇨
영웅심을 찬양하는
남성적 양식 지향

혁명을 상징하는 갈색재킷, 붉은색과
갈색줄무늬의 웨이스트 코트,
트라우져스, 모자, 셔츠로 구성

⇨
불안정한
상태의
믹스매치

외부적 요소
차용

의복에서의
상징적 요소
도입

이동성
(히피)

⇨

노스텔직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작업복 스타일

고대의상, 집시의상,
빅토리안 스타일, 중고의상, 수선된
옷, 그런지룩, 레이어드룩, 덧대어

기운 블루진, 샌들

수공예 디테일 (홀치기 기법,
패치워크, 스모킹, 자수 등)

전원풍의 패전트룩, 작업복, 나체,
긴머리, 맨발

⇨

차별적
범주

정의

신념
⇨

엄격한
윤리적 미덕
(상-뀔로뜨)

⇨

신구양식의
이분대립화적 양식

강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 표현

무릎까지 오는 브리치스가 아닌
트라우져스 착용

검은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
강하고 탁한 계열 색상 이용

⇨

여성복식의
남성성지향

대립적 양식
표현

사랑
욕망

⇨
표현적
(히피)

⇨ 에스닉 스타일
꽃 장식, 바디페인팅
육체노출, 시스루 현상

⇨
남성복식의
여성성지향

신비

쾌락
⇨

주관적
개인주의
(히피)

⇨ 에스닉 스타일

사이키델릭 컬러 직물프린트

인디언 프린지, 머리띠, 인디언 자수
및 직조, 모카신, 깃털머리장식

제3세계 민속의상, 판초, 목걸이, 각종
장식 고리, 구슬, 부적, 페이즐리 문양

힌두교로브, 네루재킷, 카프단, 수도승
튜닉

⇨

쾌락성
유희성표출

복식의
다양성,
개성화

민속복식의
유행

<표 3> 상-뀔로뜨와 히피 스타일의 내적상징과 외적표현의 공통적 범주 및 차별적 범주

발생함으로서 반전과 사랑을 외치며 자연으로의 회

귀를 표출하는 스타일의 흐름이 기성의 문화, 정치,

성 질서 등 기존의 주류층과 그 문화에 대한 반발에

대한 패션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

-뀔로뜨와 히피 스타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반항의식으로 인해 새로운 복식양식들이 적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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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패션변화 및 융합을 일으켰다는 점이며, 민중

복식과 함께 상-뀔로뜨 스타일이, 시민패션을 중심으

로 히피스타일이 변화와 융합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시대의 복식에 나타난 반사회적인 시대

복식의 공통적 범주는 첫째, 상-뀔로뜨와 히피 스타

일에서는 저항에 의한 복식표현과 디자인 요소가 공

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복식의

실용화와 남녀구분이 불분명한 의복양식, 저항을 상

징하는 색상 및 디자인, 전쟁이나 혁명과 관련된 의

복양식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상-뀔로뜨 스타일의

외적 표현은 불안정한 형태와 과도기적 현상, 저항의

식을 바탕으로 표출되는 부조화의 스타일, 부조화의

색상배합이 나타났다. 그 예로 시민풍의 복식요소로

서 감성적인 로코코 양식을 배제한 키톤풍의 재등장

과 깃발, 보넷, 판탈론, 카르마뇰 등 민중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복구성과 같이 당대 패션의 흐름과 혼합

된 형태 또는 실용성의 지향으로 남녀의 구분이 불

분명한 간소한 복식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와 탈선적, 고발

적 경향, 시민정신의 발현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강

한 색상대비와 저항적 상징성이 강한 붉은색, 갈색계

열의 색상 등의 색상배합 부조화도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히피스타일은 패션으로서 사회에

저항하고자 하는 소극적 저항의 일환으로 불안정한

형태와 과도기적 현상에서 오는 다양한 복식스타일

의 조합, 착용자 중심의 복식 등이 나타남으로서 저

항적 의미를 표출하였다. 둘째, 상-뀔로뜨와 히피 스

타일에서는 일탈적인 성향이 강한 복식의 디자인 요

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탈적인 부분에

서 나타나는 공통된 양식은 기존의 스타일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들을 차용하여 조합 및 융합을 이룬

것이 특징이며 고대의상 또는 전통의상의 차용, 상징

성이 짙은 색상의 사용 등과 같은 복식에서의 상징

적 요소 도입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뀔로뜨

스타일에서는 영웅주의와 혁명기의 불안정한 심리,

귀족문화로부터의 일탈에서 기인하는 영웅적, 남성적

양식을 지향하였고, 그 예로는 혁명을 상징하는 갈색

재킷과 붉은색과 갈색줄무늬의 웨이스트 코트, 트라

우져스, 모자, 셔츠 등의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히피스타일에서는 일탈의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

는 이동성과 관련하여 고대의상, 집시의상, 빅토리안

스타일, 중고의상, 수공예장식 등의 에스닉 스타일,

노스텔직 스타일, 작업복 스타일 등으로 외적 표현양

식을 설명 할 수 있다.

각 시대 복식에 나타난 반사회적 시대복식의 차별

적 범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뀔로뜨의 경우 첫

째, 당시 프랑스 혁명전의 복식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로코코양식의 화려함과 감성적인 색상보다는 강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대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윤리적 미덕에 근간한 신구양식의 이분대립화 양식

이 나타나며, 여성복식의 남성화 양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트라우져스를 착용하고, 검은색, 푸른

색, 붉은색 등 강하고 탁한 계열의 색상을 복식에 주

로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상-뀔로뜨는 기존의 관습적

복식양식에 대립하며 실용적이고 정의를 지향하는

복식양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히피스타일의 경

우 첫째, 꽃장식과 바디페인팅, 시스루 패션이 나타

나면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

과 욕망이라는 내재된 의미가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신비와 쾌

락을 추구함으로써 사이키델릭(Psychedelic) 아트의

패션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자수 및 직조, 모

카신, 깃털머리장식과 제3세계 민속의상, 페이즐리

(Paisley) 문양, 카프단(Caftan), 수도승 튜닉(Tunic)

등의 토속적인 에스닉스타일의 복식 착용으로 민속

문화를 의상으로 확대 및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혁명기의 패션의 변화에

나타난 양상을 역사적 방법론과 함께 비교론적 연구

로 고찰함으로써 사회변화와 상호작용하는 복식의

내적상징과 디자인 표현기법을 알아보고 미래의 사

회변화에 따른 패션양상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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