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키치는 유행소비라는 차원에서 현대산업사회의 사

회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산업사회의 번성과 함께

발전해 왔다.1)

유능한 디자이너가 창조한 새로운 디자인, 질이 좋

은 고급 의복은 구매력이 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의

것이고 일반대중은 대량생산에 의한 질이 떨어진 의

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패션의 창조는 모방과 과장, 저

질, 즉, 키치패션의 탄생을 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키치는 보통의 심미안을 가진, 보통사람들에 의해 수

용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때문에 키치를 연구하는 것

은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에 본 연구는 물론이고 키치의 문제를 소

홀하게 다룰수 없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 키치패션은 현대산업사회에서 단순한 신체장

식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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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Kitsch aesthetics, grasping the relation between the Kitsch and
consumption culture, and pursuing the intrincis meanings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Kitsch in the
hair style and head dress in the 1990s. 

Kitsch generally implies a vulgarity, and a bad taste, and can be considered to be a kind of vicarious
experience, the aesthetic deception and self-deception. In spite of these negative inplications of Kitsch,
the aesthetic categories of Kitsch have been spread to public and been accepted by the public, with the
help of the powerful promotion of the modern day mass media. 

1. The intrincis meanings of Kitsch convey 1) escapism, 2) conformity, 3) amusements, 4) identification. 
2.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Kitsch represent 1) aesthetic inadequacy: hair style and head dress

showing the imperpectness, accumulation(superfluous ornaments), vulgarity, untidines. 2) resistance: hair
style and head dress featuring deconstructional and violent forms revealing the uneasiness, and
unsatisfaction of the given regularity. 3) humor: hair style and head dress featuring the innocence,
humor, and fun for a relaxation and diversion. 

4) hedonism: hair stlye and head dress with the erotic and sexual feelings.
5) retro, romantism: hair style and head dress featuring the elegance, femininity, folklore, ethnic, and

nostal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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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頭部를 감싸는 헤어 스타일(Hair style)과 머리

에 시행되는 모자및 장식품을 지칭하는 헤드 드레스

(Head dress)는 의복의 인상(메시지)을 좌우하며 인간

의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헤어 스타

일과 헤드 드레스는 복식과 함께 디자이너의 독창성

과 표현 특성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 들어 토탈 패션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일반화된 지금 헤어 스타일

과 헤드 드레스의 착용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의 헤어 스타일 및 헤드 드레스의 키치적 표현 특성을

연구하여 학계는 물론이고 미용산업, 패션산업 등의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키치에 대한 정의와 키치의 미

적 가치를 고찰하고, 둘째, 복식에서 키치적 현상과 산

업소비사회를 고찰한다. 셋째, 1990년대 헤어 스타일

및 헤드 드레스의 내적 의미로서 현실도피, 모방취미,

유희(기분전환), 신분확인으로 구분하고, 외적 표현특

성으로 미적부적절성, 저항성, 유머성, 퇴폐성, 복고.낭

만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저 한다.

연구방법은 학술연구지, 도서, 패션잡지등의 문헌고

찰과 컬렉션,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자료로 활용하 다.

II.

키치란 본래 독일어로 1860년대에서 1870년대 사이

에 주로 뮌헨의 미술가들과 화상들간에 싸구려미술품

을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되다가 1910년대에 예술적인

나쁜 취미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국제 간에 통

용되었다2). ‘취미’란 미적 감수성을 판단하는 척도에

적용되는 용어로3) 17세기 프랑스에서‘좋은 것(참)’과

나쁜 것(거짓)을 구별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했던 시대에 개념화하 다.

‘나쁜 취미(것)’로서 키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등

장하 지만 키치의 본질을 담은 미적 현상은 고대부

터 발견되고 가깝게는 낭만주의에 연유한다. 낭만주의

특질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국적 향수, 보편적인 정

서에 의존한 환상과 동경을 예로 들수 있다. 키치는

표면적으로 고상함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위조를 통

해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 가식이며 달콤하고

보잘 것 없는 형식을 갗춘 현실묘사에 불과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4)

미술평론가 Clement Greenberg(1987)는 키치를 산

업사회에서 출현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 전위

(Avant-garde)에 상대되는 후위의 개념(rear-guard)으로

파악하 다5). 때문에 모더니티(Modernity)의 특성중의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관련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

다. 아방가르드는‘전위’의 의미로‘혁신성, 역동성’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키치를 거

부하 으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고상

함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자체를 키치의 본질로

서 파악한다6). 오늘의 아방가르드가 내일의 키치로 될

운명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와 키

치양자를 분리할 수 없는 결합력을 갖고 있다. 사실

아방가르드는 부르주아계층의 부산물인 동시에 예술

지상주의나 순수추상주의 예술로서 탄생되어, 기계화

된 문명의 부산물로서 대중 위락적 예술이며 미적가

장과 자기기만의 세계인 키치와 구분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로간에 끌리는 힘이 있으며 대중 문화속

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판단하 을 때

키치란 고급의 또는 정통과 구별할수 있는 형태, 외형

을 가지고 그 형태에 스며있는 나쁜 취미를 엿볼 수

있을 때이다. 키치의 기본특성은 첫째, 미숙, 미완성적

이다. 둘째, 대중이 쉽게 구입하기위해 저렴한 것이다.

셋째, 더덕더덕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싸구려 물품, 싸

구려 모조품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1. 키치적 태도와 산업소비사회

키치의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키치는

무차별적으로 범람하고 있다. 키치의 수용과 생성은

사물에 대한 키치적 태도가 관여한다. 키치적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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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문화, 풍요로운 기존사회에서 개발된 의미체계들

을 대량복제를 통해 점차 기호가 결여된 쓰레기와 같

은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은 특정 기호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세세한 분별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차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예를 들면 광고에서 값싼 이미지제작을 위해 광고가

목적으로 하는 진실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없이 저속

한 사진을 투입하므로서 광고문구와 이미지내에는 비

합리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일종의 사실적 이미지가

왜곡된 불균형과 부조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키치적 현상은 광고뿐아니라 생활용품, 인테리어, 건축

등 생활전반에 걸쳐 확산, 소비되고 있으며, 한층 더

키치적 요소를 수용하여 소비자대중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7)

Abraham Moles(1994)는 키치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를 확인하는 가운 데 사물과 관계하며 보여주는 객관

화된 형태로서 그 관계가 미적인 것을 매개로 성립된

다는 의미에서 키치는 하나의 에술양식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는 우리의 현 생활양식의 기반

을 만들어 낸 키치의 발전시기와 구별하여 적극적으

로 키치를 생산, 소비하는 오늘날을 네오 키치시대라

고 하고 있다.8)

요컨데 키치는 고급문화에 대한 소외감과 신분상승

욕구를 기반으로 발생하 으나 20세기에 와서 산업사

회의 소비문화를 수용하는 인간들의 삶의 태도를 표

현하는 광범위한 철학적, 미학적범주에 속한 개념으로

서 키치적 태도와 키치수용은 미적감수성, 취미의 문

제이며 키치소비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성장, 확산되

고 있다. 

2. 복식에서 키치현상

의복은 인간에 가장 접한 사물로서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복식에서 키치적 현상은 모더니즘

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그 이전부터 거슬러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딕시대의 높다란 원뿔형의 모자

(에넹: hennin)는 하늘에 계신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당시대인의 심리를 표현하여 종교적 키치를 엿볼 수

있다.9) 르네상스시대의 쁘르프앵(Pourpoint)과 여성의

후프(Hoop), 남성성기보호대인 코드피스(codpiece)등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기위해 인간의 외형인 신체를

과장하여 표현하 던 것으로 매우 키치적이며 과시적

인 치장의 대표적인 것 들이다. 

바로크시대의 남성의 가발과 여성의 헤드 드레스는

머리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과장하 고 이것은 18세

기로 이어졌다. 19세기 초반의 신고전주의 의상은 그

리이스. 로마의 복식을 재현하 고, 중반에 나타난 낭

만주의의상 역시 복고풍으로 예술의 폭넓은 수용, 즉

절충주의, 혹은 쾌락주의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940년대 테디보이(Teddyboy) 스타일은 청소년들이

국의 에드워드(Edward)왕조의 귀족들이 즐겨 입던

고급정장을 값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착용하므로서 대

리만족, 모방취미를 즐기려는 심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유행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 다. 

2차대전후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60년대

에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로 자라나 자신들의 문화와

실용성, 일상성을 추구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들

은 미니스커트라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상과 쇼트

커트 헤어 스타일, 그리고 인조속눈썹과 눈화장을 강

조하고 때로는 미술사조의 하나인 옵티컬 아트(Optical

Art) 패턴과 같은 기하학적인 화장이나 의상을 착용하

다. 반면 청년들은 장발과 러플이 있는 셔츠차림으

로 등장하여 기존의 남.녀성에 대한 구분이나 정체성

을 부정하는 성의 유니섹스경향이 나타났다. 젊은 이

들의 스피디한 사고는 산업에 반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대중매체의 증식

은 추상표현주의를 퇴조시켰고 팝 아트 등을 부각시

켰다. 한편에서는 60년대의 후반에 물질주의와 산업기

술의 발달에 회의를 품은 히피들의 자연주의에의 동

경과 움직임이 집시의상이나 남루한 옷차림(히피룩)으

로 표현되었다.

1970년 중반에는 물질적인 퐁요가 가져온 정신의

해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민속풍과 로맨틱한 의상, 그리고 자연주의경향이 주조

를 이루었다. 가느다란 눈썹과 부드럽고 풍부한 색조

의 화장과 컬(Curl) 헤어 스타일로 여성답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 다. 한편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분

노와 사회의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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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과 장식으로 자신의 감정

을 표출하 던 펑크(Punk)의 출현이 있었다. 펑크족들

은 찢거나 징을 박거나 너덜너덜하게 손상한 의복을

걸치거나 퇴색한 의상에다 칼라플한 머리, 무스등을

발라 뻗치는 스파이크 헤어 스타일(Spike hair style),

면도날, 핀, 쇠사슬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장신구와 남

녀의 구분없이 검정색으로 눈주위를 짙게 칠하고 피

가 흐르는 듯 빨강이나 짙은 색으로 칠한 입술등으로

허무주의, 무질서등을 표출하 다.

1960-70년대 팝아트 패션, 히피 룩, 펑크 룩은 1980

년대에 그런지 룩(Grunge Look)으로 다시 나타났다.

남루한 차림의 핵심인 그런지 룩도 편안함과 실용성

이 있기 때문에 착용되었다. 하위문화집단에서 주로

착용되던 히피 룩과 펑크 룩이 80년대에 이르러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티에리 뮈 러(Thierry

Mugler),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anne Westwood), 장 샤르르 카스텔바자크(Jean

Charles de CastelBajac)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침체된 패션산업을 활성화시켰다. 특

히 신소재와 다양한 색조의 개발, 새로운 디자인의 개

발등은 젊은층의 수요방향으로 배향되었고, 펑크들의

멀티 헤어칼라인 분홍, 빨강, 초록, 보라등으로 염색한

칼라모발이 대유행을 하 고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는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절충하고 혼합하

는 스타일 즉 퓨젼(Fusion)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가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다. 앤드로지너스란 자웅동체를 의미하는 용어

로 남.녀성의 의복요소를 혼합한 스타일로 여성의 자

아실현과 실용성 때문에 지속적인 유행을 가져왔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 가와쿠보 레이등에 의해 동양적

인 직선재단의 관의형의 의복을 자유롭게 걸치거나

감거나 두르거나 하여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착장방

식을 택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10) 그 여파는 현대복

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면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마르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 마르틴 시트봉(Martin

Sitbon), 코지 타수노(Koji Tatsuno), 앤 드뮬미스트(Ann

Demeulemeester)등의 신진디자이너들에 의해 의복의

해체와 재구성의 의미가 심화 전개되었다.

그런지 룩은 90년대에 네오히피 룩으로 새로이 등

장하 다. 네오히피 룩은 60년대의 히피 룩에 비해 훨

씬 부드러우면서 소재, 디자인 등이 고급화되고 깔끔

한 느낌을 준다.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들의

이념이 현대의 에콜로지(Ecology)와 일맥상통하는 느

낌을 주고 있기는 하나 90년대의 네오 히피 룩는 특히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며 다소 엘레강스한 느낌마저 있

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90년대 젊은이들의 댄스뮤직인 힙합(Hiphap)과 랩

(Rap)11)의 의상스타일은 춤을 출 때 어울리는 의상으

로 뉴욕빌리지나 브롱크스에서 젊은이들이 입는 캐쥬

얼웨어이다. 착용에 있어 특정한 규칙이 없이 겹쳐입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정치 못하고 너저분해 보이

지만 의상으로 기존개념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

아가는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900년대 후반은 매스미디어의 향과 젊

은 세대들의 인스턴트문화가 정착되면서 키치현상은

보편적인 양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복식에서 키치현상

은 자본주의 사회번성과 더불어 번성하며, 고급문화에

대한 저급문화에 반 되어 주로 통속적이고 악취미적

인 저항, 대중 취향 등의 팝 아트 패션, 스트리트 패션,

히피 룩, 펑크 룩, 그런지 룩, 앤드로지너스 룩, 힙합스

타일 등을 탄생시켰다. 

IV. 1990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는 시대를 리드하고 모

드를 반 하고 있다.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것은 토탈 패션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필수

적인 요건이다. 

본장에서는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내적 의

미로서 현실도피, 모방취미, 유희(기분전환), 신분확인

등으로 구분하고, 외적 표현특성에 따라 미적부적절성,

저항성, 유머성, 퇴폐성, 복고.낭만성으로 구분하여 고

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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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적 의미

1) 현실도피

불안하고 지루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이 키

치를 수용한다. 현실도피는 과거에의 강한 애착과 모

방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뿐아니라 개인적인 향수를 달래준다.12) 과거는 현재의

삶속에서 과거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지않으

나 과거의 틀속에서 자위로부터 오는 심리적 안정감

을 갖는다. 

유아시절에 대한 향수, 동경 또한 현실도피의 맥락

이다. 동심의 세계와 환상추구로 어린이와 같은 유치

한 장신구나 의상을 착장하므로서 동심의 세계속에서

순수함이나 환상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적

체험에는 현실도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모방취미

현실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고급문화나 평

소 선망의 대상의 의상을 모방하거나 모조품을 활용

하므로서 진품가치(대리만족)을 얻으려는 태도는 키치

로 간주된다. 자신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물앞에서 느

끼는 선망의 감정은 소유를 통해서 해소된다. 때문에

진품의 모조품으로 고급스런 분위기를 즐기려는 것이

나 탤런트나 화배우등 유명인이 입은 의상과 같은

복제품을 착용하는 것도 키치적 태도이다. 아방가르드

가 예술의 과정을 모방하는 것에 반해 키치는 문화적

결과물에 대한 모방에서 가상의 행복을 맛보고 키치

의 산물인 즐거움, 성취, 평화등에 만족하는 것이다.

키치는 인간의 결핍의 정서를 모방(소유)하므로서 해

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3) 유희(기분전환) 

현대인은 참된 노동, 진지한 인간관계등에서 오는

긴장의 해소를 위한 정신활동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단

조로움에서 벗어나 놀이, 오락, 유희에 반응한다. 인간

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찾기 즉 快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예술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쾌의 정서는 인

간의 혼을 풍요롭게 하지만 키치의 경박함이나 진지

하지 않은 형태들은 고급문화(참된예술)가 향유하는

쾌의 정서와는 구별되는 통속적인 쾌락이다. 이것이

오히려 유희로서 에술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미적 규범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미

적표현으로 유희적인 단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고정된 이미지에서 이탈하여 예상치 못했던 스타일을

창출하 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엄 한 의미에서 카타

르시스의 패러디)를 체험한다13). 또한 유희적 스타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머로서 해석하여 예상치 못했

던 스타일을 창출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고정관념을

해체하기도 하며, 성적인 아름다움을 관능적으로 표현

하여 에로티시즘, 패티시즘을 나타낸다. 이러한 키치의

폭넓은 통속적인 이미지가 대중성을 갖는다. 

4) 신분확인

신분확인은 자기이미지에 대한 염려와 자기표현에

의 갈망, 그리고 튀어보고 싶은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

를 담고 있다. 그 핵심은 신분상승의 욕구로 자기정체

성의 확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

어 의상이나 장신구등을 자신의 부나 신분등을 전달하

는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자인 경우는

값비싼 보석이나 밍크 코트등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한

다. 이와 달리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현실에 대한

불만, 불안, 분노등을 파괴나 공격으로 나타내는 것도

과시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키치소비를

통해 타인에게 비쳐진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키치애호가들은 현대사회는 시간, 돈, 노력으로 무엇

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지

는 사회라고 간주한다. 때문에 자기이미지에 대한 염려

와 자기표현에의 갈망, 자아실현욕구등은 자신의 스타

일을 만들고저 키치를 수용한다. 키치는 저속하지만 경

쾌하고 즉각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게 만족감을 부여

한다. 이것이 키치의 폭넓은 달콤한 매력이나 쉽게 싫

증을 내어 키치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한다. 

2. 외적 형태

미숙, 미완성적이며, 대중이 쉽게 구할수 있도록 저

렴하며, 덕지덕지 악취미적인 외형의 싸구려 물건이

키치이다. 이것은 의복뿐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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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어, 건축에 이르기 까지 산업소비사회 전반에 만

연해 있다. 이들 조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야한(현란한)

색채, 장식과잉, 싸구려 소재의 사용이다. 키치는 단정,

세련,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지는 전통적인 미적 가치

와는 다른 외형을 가지는데 그 특성을 미적부적절성,

저항성, 유머성, 퇴폐성, 복고. 낭만성등으로 나누어 고

찰한다. 

1) 미적부적절성

미적부적절성14)은 형식적 특질들인 재료, 형태, 크기

등이 문화적 내용이나 원리, 기본들과 관련해서 부적

합한 스타일의 표현으로 결여, 과장, 경박, 왜곡된 헤

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적형태를 말한다. 

(1) 결여

결여는 미완성, 비대칭등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미적

인 결여감을 말하는 것이다. 1998 춘하 파리 오트쿠틔

르 컬렉션에서 티에리 뮈 레의 종이로 감은 것같이

어심메트릭한 모자(그림 1)는 크라운이 없이 비스듬히

머리에 얹은 불완전한 형태로서 의복의 존재감을 살

리고 있으나 모자자체는 불균형에 의한 불완전함을

보이고 있다.

(2) 과장

과장은 간결한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와는 반대인

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동원하여 복잡하고 무질서하여

저속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생산과 소비패턴에 길들여진 인간의 과시욕구, 허

심리, 또는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벗어나 환상을 즐

길 수 있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어 우리들이 쉽게 수

용하는 키치적 표현으로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적충동에서 발생한다. 

그 실례로 1993춘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의 양

옆머리에 거대하게 부플린 가발(그림 2)과 그위에 용

수철처럼 꼬불꼬불한 코르크스크루 컬(Corkscrew

Curl)의 부분가발을 늘어뜨려 赤,靑,白의 스트라이프에

의한 심플한 의상과는 달리 헤드 드레스의 과잉장식

을 볼 수 있다.15) 또한 1998 춘하 프레타포르테에서

크리스쳔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의 어깨넓이보다

넓고 얼굴길이보다 높게 감아올려 빗은 헤어 스타일

(그림 3)은 거대한 산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 디럭스

한 표현으로 현대판 바로크의상과 매치시켜 과장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3) 경박함

통속적인 대중화현상과 산업생산의 다양화에 의해

초래된 키치이미지는 사람들의 수동적이고 단층적인

미적감수성, 짧은 주의력, 얄팍한 이해에 부합하여 인

스턴트문화를 생성한다. 이 속성이 바로 키치적 이미

지에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실례로 1997 춘하 파리 프레타포르테컬렉션에서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머리주변에 둥 게

말아감은 마음씨 착한 아줌마의 친근감이 느껴지는

아줌마 헤어 스타일(그림 4), 1997추동 파리 프레타포

르테 컬렉션에서 보여준 장 폴 골티에의 모래시계형

헤어 스타일(그림 5), 1998 추동 프레타포르테에서 올

리비에 라피더스(Olivier Lapidus)가 보여준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의 정수리에는 기하학적인 구성의 사각

의 시뇽 헤어 스타일(그림 6)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헤

어 스타일의 공통점은 명확한 형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경박함, 얄팍한 쾌적함이라고 할 수 있다. 

키치애호가들은 심오한 추상이나 실험성, 역동성을

나타내는 사물보다는 각각의 사물들이 명확한 의미를

가진 모호하지않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키치는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될 예술적 아방가르드와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취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키치애호가들은 팝아트적

인 유치함, 인스턴트문화, 편한 것의 선호, 아방가르드

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다. 

2) 저항성

저항성은 삶에 대한 불안이나 회의, 기존 질서에 대

한 반발등의 심리에 의해 공격성이 보이는 스타일을

합리적인 형태로 순화시켜 수용한 헤어 스타일과 헤

드 드레스를 말한다. 소비를 통한 물자의 풍요가 가져

온 결과중의 하나로 소유의식에 공격성이 증가하여

표현된다. 예를 들면 펑크의 패러디(parody)라고 할 수

있는 저항적 키치의 표현은 바로 과시욕구 표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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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는 70년

대의 과격한 펑크를 다른 이미지와 믹스(Mix)하여 표

현하 고, 90년대는 리믹스(Remix)를 통하여 과격함이

배제된 저항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 실례로 1997 춘하 파리 프레타포르테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의 아프리칸 헤어스타일

(그림 7)을 들 수 있다. 머리카락의 뿌리는 짙은 색이

고 그 위에 브론드 색의 컬과 꼬임으로 엮어 고드럼처

럼 표현한 헤어 스타일로 거칠고 강력한 개성을 표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상은 단순한 스타일로 머리

에 미적인 임팩트를 부여하고 있다.

1997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컬렉션에서 발렌티노

가라바니(Valentino Garavani)는 젤을 사용하여 삐죽삐

죽세운 펑크의 헤어 스타일인 스파이크 헤어 스타일

을 재구성한 헤어 스타일에 눈주위 전체를 검게 그리

고 매혹의 표정을 부가하는 한쪽눈만을 장식한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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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심메트릭 형태에 의한 결여

이미지의 헤드드레스, Thierry

Mugler, ’98춘하, Mode et

Mode No.302, p.18 

<그림 2> crimp curl의 가발장식에 의한

과장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93춘하,

Galliano, p.183

<그림 3> 과장된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Christian Lacroix ’98춘하 Mode

et Mode, No.301, p.18 

<그림 4> 둥 게 감아말은 편한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Junya Watanabe, ’97춘하,

Mode et Mode, No.297, p.14

<그림 5> 모래시계형의 쾌적한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Jean Paul

Gaultier, ’97추동, Mode et

Mode, No.299, p.82 

<그림 6>  기하학적인 구성의 사각시뇽

헤어 스타일 Olivier Lapidus, 

’98추동 Mode et Mode,

No.304, p.110



(그림 8)은 펑크의 공격적이고 기분나쁜 형태를 순화

하여 은 한 저항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으며, 1999 추

동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칼 라거펠드도 펑

크의 특징인 스파이크 헤어 스타일을 부분 가발을 이

용하여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 9). 스파이크 헤

어스타일, 즉, 뻗치는 형태 그자체로 저항을 느끼게 하

는 것으로 이 스타일은 보는 이로 하여금 靜적인 느낌

보다는 動적인 느낌을 주므로 시각적인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더욱 눈꼬리 주변에 검게 칠한 메이컵과

함께 강한 느낌(저항)을 부여하고 있다. 

1999 추동 라노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안토니

오 베랄디(Antonio Berardi)는 전통적인 타탄체크와 무

와레 地를 사용해서 어깨와 소매를 변형시킨 재킷의

심플한 스타일에 헤어 스타일(그림10)은 아주 작은 컬

을 넣어 거대하게 부풀려 귀를 가린 양옆머리는 다양

한 그라데이션의 색조, 그 위에 변발로 둘러감아 부플

림을 누른 중세풍의 스타일은 눈꼬리를 치켜 세운 악

마적인 메이컵과 함께 도발적인 저항감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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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펑키쉬한 이미지의 아프리칸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 ’97춘하, Mode et Mode,

No.297, p.14

<그림 8> 로맨틱 펑키쉬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Valentino Garavani, ’97

추동, Mode et Mode, No.300,

p.24 

<그림 9> 저항적 이미지의 chic spike 

헤어 스타일 Karl Lagerfeld

for Chanel, ’99추동, Mode

et Mode, No.308, p.34

<그림 10> 도발적 펑키쉬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Antonio

Beradi, ’99추동, Mode et

Mode, No.307, p.20 

<그림 11> 펑키쉬한 이미지의 아프리칸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 ’00춘하, Mode et Mode,

No.309, p.70

<그림 12> 머리뒤와 양옆의 금속핀 장식의

펑키쉬한 이미지의 헤드 드레스,

John Galliano for Dior, ’00추동,

Mode et Mode, No.312, p.20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또한 2000 춘하 파리 프레타포르테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르네상스로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 시대를 혼합하여 시간의식을 초월한 자유로

움,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신대륙 아메리카에 이르기

까지 공간을 넘나들며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즉 시.

공간을 초월하여 표현한 컬리헤어 스타일(그림 11)은

진즈와 야생미 넘치는 가죽을 이용하여 해체와 재구

성17)에 의한 그런지 룩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0 추동 오트쿠틔르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에서는

‘결혼식’을 테마로 선정하여 결혼식에 참가하는 하객

들의 의상을 연출했다. 이 컬렉션에서 특이한 헤드 드

레스(그림 12)중의 하나인 뒷머리와 옆이마, 귀밑언저

리에 무수한 금속의 머리핀을 꽂고 정수리에는 깃털

을, 얼굴부분에는 망으로 이어진 헤드 드레스는 비닐

로 그린 눈썹, 인조속눈썹, 도톰한 육감적인 진홍색의

몬로풍의 입술을 한 메이컵과 함께 엘레강스와 펑크

의 주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3) 유머성

유머는 긴장에의 완화를 목적으로 재미, 유희를 나

타내는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적형식을 말

한다. 복잡한 현실에서 일탈하므로서 현실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다. 이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

함, 순수함, 팝 아트적인 단순함이 있다. 팝 아트적인

요소는 소비대중문화에서 시각적인 모방과 재현, 각색

등으로 유희화되어 더욱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 실례로 1997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지방시의 컬

렉션에서는 커다란 수레바퀴같은 원판으로 양쪽머리

의 귀부분(그림 13)을 덮어 현실에서 일탈한, 동화속의

‘임금님의 당나귀’같은 형태의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

으며, 1996 춘하 파리컬렉션에서 가와쿠보 레이의 헤

어 스타일(그림14)은 놀이공원에서 금방뽑아 감아 말

은 솜사탕뭉치처럼 감긴 아프로 헤어 스타일이다. 아

프로 헤어스타일의 전형은 곱슬머리인데18) 반해 가와

쿠보는 백색의 솜뭉치위에 赤,紫등이 엉켜있는 가발을

이용하여 단순하며 일상에서 일탈된 새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1999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크리스쳔 디올컬

렉션에서 존 갈리아노의 흑을 중심으로 양복의 부분

부분을 해체하여 여성용으로 무질서하게 재구성한 의

상과 마치 실제의 여우, 꿩, 공작, 새등을 포획한 것같

은 헤드 드레스(그림 15)가 조합된 수렵스타일은 동물

과 친숙한 천진함, 동물이 있어야할 곳에 있지않은 기

발함을 표현하고 있다. 

치장은 착용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분좋은

치장을 하므로서 마음이 즐거워질수 있기 때문에 현대

인의 유머추구는 의상에 그대로 반 된다. 2000 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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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머리보다 큰 원판으로 양옆머리

를 덮은 유머 이미지의 헤드 드

레스 Valentino Garavani, ’97추

동 Mode et Mode,No.300, p.25

<그림 14> 원시적 순수한 이미지의

아프로 헤어 스타일

Kawakubo Rei, ’96춘하

http://www.cfc.co.kr

<그림 15> 동물의 머리를 모자로 만들어

의외성을 표현한 헤드 드레스,

John Galliano for Dior, ’99추

동 http://www.vogue.co.kr



컬렉션에서 이세이 미야케의 비닐로 된 모자(그림16)

는 천진스런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2000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지방시컬렉션에서 알렉

산더 맥퀸은‘파티’라는 주제테마로 특이한 헤어스타

일과 헤드 드레스, 그리고 메이컵을 선보 다.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모피모자와 아예 얼굴을 통채로 가리는

헤드 드레스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도록 된 장식 때문

에 보디가드의 손을 잡고 캣워크를 걸어야하는 것을

감수하 다. 더욱 특이한 것은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

정수리에는 머리보다 큰 딱딱한 둥근 시뇽과 그 양옆

으로 뻗친 장식용 머리카락, 시뇽위에는 버섯형의 가

발을 세운 헤어스타일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화살표

와 동그라미, 십자를 동시에 표현한 네오펑키(모던하

고 펑키한)한 헤어 스타일(그림 17)은 맥퀸의 독창적이

고 날카롭고 음산한 실루엣과 해학적인 멋을 담아내

고 있다. “패션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파티를 위해서지요”라고19) 말하는 맥퀸은 이 시

대가 원하는 키치미학의 정수를 간파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2000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크리스쳔 디올컬렉션에

서 갈리아노는 행복한 결혼식파티를 연출하 다. 여기

서 그런지 룩과 신문지 프린트룩을 입은 명사들의 의

상과 매치된 헤드 드레스는 다양하고 독특하 다. 결

혼식 하객으로 선정한 입에 붉은 테이프를 붙인 삐에

로와 붉은 셀로판 테이프를 붙이고 청진기모양의 목

걸이나 시계목걸이를 목에 건 간호사(그림 18), 해골과

늑골의 장식이 있는 헤드 드레스, 살점을 도려낸 큰

물고기의 뼈와 같은 것을 장식한 헤드 드레스등은 단

조로운 패션에 헤드 드레스의 기발함때문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미소짓게 한다. 

4) 퇴폐성

퇴폐성이란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가 단정하지

못하거나 지극히 선정적이고 나아가서 패티시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상못지않게 성적유희를

담고 있다. 그 실례로 1996 추동 파리 프레타포르테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의 정수리에

머리를 올려 묶은 펑크풍의 퇴페적인 헤어스타일(그림

19)과 메이컵, 그리고 칼 라거펠트의 1997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 샤넬컬렉션에서 검고 진한 아이 메이컵과

머리 전체에 물결치는 크림프 컬(Crimp Curl)과 볼륨

을 듬뿍 넣은 헤어 스타일(그림 20)을 들 수 있다. 볼

륨을 넣기위해 사용된 모발(가발)은 블리치한 브론드

와 검정색 모발이 혼합되어 더욱 퇴페적인 느낌을 주

는 거대한 스타일이다.

1998 춘하 파리 오트쿠틔르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

에서 갈리아노의 전체적으로 적자색의 짧은 머리에

물결치는 웨이브, 뒷머리는 부풀려 올리고 앞이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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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비닐로 만든 단순하고 유치한

이미지의 헤드드레스 Issey

Miyake, ’00춘하

http://www.cfc.co.kr

<그림 17> 둥근 시뇽위에 버섯형 시뇽의

유머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Alexander McQueen for Givenchy,

’00추동, http://www.elle.fr

<그림 18> 붕대를 감은 머리위에 간호원의

모자를 씌운 유머이미지의헤드

드레스 John Galliano for Dior, 

’00추동, www.firstview.com



청색의 깃털을 장식한 헤드 드레스(그림 21)는 관능적

인 메이컵과 요부적인 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다.

5) 복고, 낭만성

복고, 낭만성은 과거의 형태를 차용하여 재생, 재연

출한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적특성을 말한

다. 주로 이용되는 소재는 민족조, 이국풍, 그리고 역

사적인 실루엣을 재현하는 것으로 90년대의 특성은

80년대의 크로스오버(Cross-over)와 믹스의 표현기법을

리믹스하므로서 그 고유한 특성이 혼용되어 퓨전문화

를 이루는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실험적이고 도

전적인 미래를 창조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것을 선호

하여 로맨틱한 환상을 수용하는 키치의 정서와 잘 부

합하는 것으로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1993 추동 파리 오트쿠틔르에서 발렌티노 가라바니

의 중국의 전통 건축물에서 감을 받은 헤드 드레스

(그림 22)는 뽀족한 지붕끝을 이미지화하 다. 1994 추

동, 장 폴 골티에의 몽골 (Mongole)컬렉션에서는 몽고

의 땋은 머리 형태와 의상으로 앤드로지너스하고 에

스니시티(ethnicity)를 표현하 고 1995 추동 파리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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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펑키쉬한 퇴폐적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 ’96추동, Mode et

Mode, No.295, p.88

<그림 20> Crimp curl, 볼륨, 다색의 퇴폐

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 Karl

Lagerfeld for Chanel, ’97추동

Mode et Mode, No.300, p.24

<그림 21> crimp curl의 1920년대풍의

관능적 이미지의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 ’98춘하

Mode et Mode, No.302, p.21

<그림 22> 중국이미지의 헤드드레스

Valentino Garavani, ’93추동,

Mode et Mode, No.284, p.17

<그림 23> 빗과 머리꽂이의 형태와 문양

에 의한 일본 이미지의 헤드

드레스 John Galliano for

Dior, ’97추동, Galliano, p.53

<그림 24> 머리장식과 목장식에 의한

이슬람이미지의 헤드드레스,

Jean Paul Gaultier, ’98춘하,

Mode et Mode, No.302, p.18



타포르테 컬렉션에서는 캐쥬얼하고 클래식한 코트와

매치시킨 인디안풍의 헤드 드레스를 발표하 다. 1997

추동 크리스쳔 디올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동양

전통문양이 있는 빗과 머리꽂이를 장식한 모자(그림

23)를 심플한 선의 의상과 조화를 시켜 현대적인 이미

지를 부여하고 있다. 

1998 춘하 파리 오트쿠틔르 컬렉션에서 장 폴 골티

에의 목주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터

번 이미지가 있는 헤드 드레스(그림 24)는 특이한 소

재와 그 형태로 신비로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시의 남성이 머리를 뒤

로 묶었던 스타일 소위‘카도간(cadogan)’을 흐트러

놓은 것 같은 갈색의 헤어 스타일과 머리위에 얹은 적

색 배의 헤드 드레스(그림 25)는 18세기풍의 과장된

헤드 드레스를 연상시킨다. 

1998 추동 존 갈리아노의 크리스쳔 디올컬렉션에서

는 앞가르마를 타고 크림프 컬이 있는 양갈래의 헤어

스타일(그림 26)로 인디안풍 의상과 더불어 전형적인

인디안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2000 추동 파리 프레타포르테 크리스쳔 디올 컬렉

션에서 패티시즘을 주제로 한 존 갈리아노는 마리앙

트와네트 시대의 신체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로코코

스타일의 의상에 맞추어 깃털로 만든 헤드 드레스(그

림 27)와 백색의 메이컵은 인형같은 화려하고 섬세한

로코코양식을 재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민족의 뿌리를 시대를 초월하여 믹스하여 크로

스 컬처(Cross-Culture)의 하모니를 이루어내었다. 크로

스 컬처 하모니는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의 초석이

라는 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1990년대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키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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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컬리 헤어 스타일과 배를 장식

한 18세기풍의 헤드 드레스,

Jean Paul Gaultier, ’98춘하,

Mode et Mode, No.302, p.21

<그림 26> 인디안풍의 헤어 스타일

John Galliano for Dior, 

’98추동 Mode et Mode,

No.304, p.21

<그림 27> 인조 깃털을 장식한 로코코풍

헤드 드레스 John Galliano

for Dior, ’00추동, Mode et

Mode, No.312, p.12 

<표 1>  1990년대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키치특성

표현 범주 내적의미 외적형식

미적부적절성 과시, 모방취미, 현실도피 결여, 과장, 통속, T.P.O.왜곡

저항성 기존질서에 대한 불안과 불만, 신분상승욕구, 개성추구 과격, 파괴

유머성 긴장해소, 기분전환, 재미 순수, 유치, 단순, 팝아트적

퇴폐성 쾌락, 관능갈망 에로티시즘, 패티시즘

복고, 낭만성 향수, 동경, 자기위안, 현실도피 과거의 재현, 로맨틱, 절충

표현 범주 내적의미 외적형식



V.

키치는 통속적으로 저속, 싸구려물건, 악취미를 뜻

하며 윤리적으로 자기기만, 미적가식등 부정적인 의미

를 가진다. 취미란 참(美)과 거짓(惡)을 구별하는 미적

감수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창의성, 재능, 새로움등의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다. 때문에 모든 에술에는 키치

의 흔적이 담겨 있고 키치는 예술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며 묶여 있어 키치를 이해하는 것

은 이시대의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키치를 유행하게 하는 것은 현대산업구조의 특성의

하나인 다양한 매체 즉 인터넷, 라디오, T.V., 대량복제

레코드, 값싼 잡지등을 통한 예술의 대량산포, 대량매

체를 통해서이며 이로 인해 균질화된 문화(대중문화)

가 탄생한다. 키치는 의복뿐아니라 생활용품, 인테리어

건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현상한다. 

1990년대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키치현상을

고찰한 바 키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표현 특성은 다음

과 같다. 

1. 내적 의미는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첫째, 현실도피이다. 무거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

은 인간의 심리는 키치를 수용한다. 과거에 안주하여

과거를 재현하려고 한다. 둘째, 모방취미이다. 선망의

대상을 모방하므로서 인간의 결핍을 소유하므로서 해

소한다. 셋째, 긴장해소를 위해 기분전환으로 키치를

선택한다. 넷째, 신분확인욕구이다. 이것은 신분상승욕

구를 기반으로 자기정체감의 확인심리를 나타낸다. 

인간의 내면의 경박함이나 진지하지 않음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키치의 폭넓은 매력을 인지할 수 있

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긴장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불안정함을 어떤 방식

으로든 해소하여야 하기에 쉽게 키치에 동조하고 키

치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나 키치의 미적가식에 동조

하는 것은 미적경험의 부족, 심미안의 부족, 정신활동

의 수동성을 나타내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외적 표현특성을 5가지 유형으로 대별하 다. 

첫째, 미적부적절성은 풍요, 세련, 간결한 아름다움

과 반대인 결여, 과잉, 경박, 왜곡된 헤어 스타일과 헤

드 드레스의 외적 특성으로 장 폴 골티에, 티에리 뮈

러,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준야 와타나베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표현되었다. 

둘째, 저항성은 기존관념에 대한 불안, 불만등이 표

현된 파괴, 과격한 스타일을 순화한 헤어 스타일과 헤

드 드레스의 외적 특성이다. 예를 들면 펑크를 차용하

여 현실적인 형태(패러디)로 표현되었다. 장 폴 골티에,

칼 라거펠트, 발렌티노 가라바니, 존 갈리아노, 알렉산

더 맥퀸등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거리패션에서 아이디

어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머성은 긴장해소와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놀

이, 재미등이 표현된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

적 특성으로 순수함, 단순함, 팝 아트적인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이세이 미야케,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표현되었다. 

넷째, 퇴폐성는 단정치 못하거나 선정적인 헤어 스

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적 특성으로 에로티시즘을

나타낸다. 존 갈리아노, 칼 라거펠드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표현되었다. 

다섯째, 복고. 낭만성은 이국풍, 민속풍, 고전등의 과

거의 것을 차용한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의 외적

특성이다. 장 폴 골티에, 존 갈리아노 등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과거에서 감을 받아 새로운 것을 창

조하 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는

80년대의 크로스 오버나 믹스의 표현기법보다 더욱

복잡한 리믹스, 리크로스오버, 리패로디, 네오 키치, 네

오 히피 등을 통해 고유한 특성이 희석된 퓨전현상을

나타내었으며, 편암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의상에 비

해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는 컬과 꼬임을 통한 볼

륨, 다양한 컬러와 형태, 그리고 모자나 과장된 헤드

드레스등을 통해 시각적인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헤어 스타일과 헤드 드레스가 바뀌면

그 사람 전체가 바뀐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헤어 스

타일과 헤드 드레스는 현대인의 변신에의 욕망을 가

장 잘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다양한 염색모발, 머리장신구, 다양한 헤어 스

타일등은 컬렉션의 모델들의 전유물이 아닌 변신을

원하는 현대인의 것이다. 키치의 미적가식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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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요컨데 키치의 부정적인 의미

에도 불구하고 키치는 인간의 정서의 얄팍한 이해와

부합하기 때문에 채택되고 있고 싫어하든 좋아하든

키치는 대중매체의 향으로 오늘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널리 이용되는 미적범주(미적가식)가 되어 보편

적인 문화의 이동과 통합과 더불어 그 특성이 더욱 성

장,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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