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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흔히 1990년대를 스트리트 패션의 시대라 말한다.

이는 새로운 유행이 전문적인 패션산업 시스템과 디자

이너로부터가 아니라 거리의 젊은이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자 마음대로 패션을 즐기게 됨

으로써 거리에는 커다란 트렌드가 아니라 복수의 다양

한 스타일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재 패션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바탕을

둔 창조적 에너지가 개인의 창작 활동인 디자인과 자

극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

다. 그리고 파리, 뉴욕, 라노, 동경 등과 같이 그것을

소비하고 창조하는 도시가 다양한 패션 문화 코드를

형성하면서 그 상징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트렌드를

예측 분석하기 위해 그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장을 리

서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스트리트 패션은 과거 히피와 펑크 등과 같은

청년 하위문화에서 비롯된 반 유행(anti-fashion)의 존

재가 아닌 패션 트렌드를 주도해 가는 주류 세력이 되

었다. 누구나 펑크나 히피가 아니더라도 시대와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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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초월하여 자유로이 그들의 복제품들을 즐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스트리트 패션이 과거와 달리 그

규모나 성격이 국제적 역으로까지 확대된 요즘, 그에

관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근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일본의 하위문화가 전 세계에

향을 미치는 가운데, 거리에 등장한‘야만바(山 )’,

‘고갸르(コギャル)’등과 같은 젊은이들의 풍속에도 커

다란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Zipper」,「Cawaii!!」등과 같이 기상천외한 패션을 다

룬 스트리트 착 패션 정보잡지들이 일본 국내는 물

론 해외에 값비싼 패션 정보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아 일보에

‘김유리의 일본패션 엿보기’란 기사가 1999년 8월 22

일부터 2000년 6월 18일까지 약 10개월 간 연재될

정도로 일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니뽄 스타일’이라 부르

는 일본풍 패션이 인기를 모아‘니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성황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

나1), 아직까지는 199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거나 한국

신세대들의 패션에 대한 일본의 향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최근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여 1990년대 이후

일본 패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 속에 나

타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

하 다. 그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스트리트 패

션의 현주소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21세기 패션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는 보다 풍부한

디자인의 발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패션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위한 주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기초 자료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연구 논문, 국내외 정기 간행물 기사

등을 수집 및 분석하 으며, 인터넷과 일본 전문가들

과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하 다. 또한 시각 자료의 분

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구자가 동경의 시부야(澁谷), 하라주쿠(原宿), 다이칸

야마(代官山) 등의 거리에서 직접 사진 촬 한 것을 주

로 사용하 으며, 그 외에도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일본의 패션 잡지들을 참고로 하 다.

II.

199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의 면

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최상의 질’

과‘참신함’이 추구되었던 1980년대와는 달리 거품경

제의 붕괴와 장기화되는 불경기 속에서 그 동안 우선했

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재구축되었던

시기 다. 이는 패션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마켓의 형성

1) 단카이 주니어(團塊ジュニア)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란 일본의 제 1차 베이비 붐 세

대 던 단카이 세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

헌에 따라 그 중심 연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가 해

당된다2). 그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소비의

주역으로 사회에 다양한 향을 미쳐 왔으며, 각 기업

과 매스컴으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그들이 태어난 1970년대는 일본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본격화하 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50%를 넘었고, 소비지출에서

교양오락비가 8% 정도를 차지했다3). 또한 1970년대

는 일본의 사회와 문화가 급속히 서구화된 시기로

1970년에 열린 오오사카(大阪) 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 문화의 수입이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당시

의 단카이 세대는 미국 문화에 젖어 히피의 흉내를 내

거나 베트남 전쟁에 관심을 두었다.

이상의 경향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단카이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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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1990년대에 들어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특

성으로 화제를 모으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탈 일본

인적’인 특성으로 염색머리, 피어싱 장식, 작은 얼굴과

늘씬한 신체 등 일본인이면서 어딘가 외국인 같은 외

모가 패션계의 화두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충족된’

세대로서 이미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존재로 사회에 투 되

었다. 따라서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부모 세대와 동일

화하여 부모와 함께 소비하거나 이미 인정된 것을 소

비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 중 대부

분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로, 이는 이

미 유행했던 경험이 있다는 안심감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파라사이트 싱 (パラサイト·シングル)’이라 하여 부

모에게 의지하여 교육비와 주택 자금 등에 시달리지

않고 식비마저 부모에게 의지하는 미혼 층을 형성하고

있다4). 그들은 자신의 수입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

하며 결혼과 육아의 책임이 없는 층으로서 소비의 주

역이 되고 있다.

2) 헤타우마(ヘタウマ) 세대

헤타우마란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아래 세대로,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헤

타우마란 일본어로 솜씨가 서투름, 서툰 사람을 가리

키는‘헤타(ヘタ)’와 솜씨가 뛰어남을 가리키는‘우마

(ウマ)’란 말을 더해 만든 합성어이다. 원래 서투른 감

각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디자인 용어

이나5), 일본의 트렌드 정보지「아크로스(Across)」가

‘헤타우마 세대 - 장문(長文) 헤타우마 문자와 90년대

젊은이론’이란 기사에서 젊은이들의 문자가 1980년대

의 둥그스름한 형태에서 세로로 긴 문자로 변한 데서

이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6).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크

리에이티브 감각이 넘치는 세대란 점이다. 이들은

1990년대의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정보접촉의 방법을 확립시킴으로써 프리 마켓

(flea market), 고갸르, 클럽 DJ, 매니아 문화, 잡화 상

점, 오타쿠(オタク), 스케이트 보드, 스노우 보드 등과

같은 문화적 산물을 탄생시켰다. 특히 매스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보다는 구전(口傳)에 의한

정보 전달 및 수집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완고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 특성으로‘마

이 붐(my boom)’이란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마이

붐’이란‘지금 이것이 나만의 붐’이란 뜻으로 자기 만

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향한 발신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7).

3) 신인류(新人類) 주니어 세대

신인류 주니어 세대란 현재 일본의 틴에이저 층을

형성하는 세대로, 주로 하이 틴(high teen)보다는 초

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로우 틴(low

teen)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 명칭은 신인류 세

대의 자녀들이란 의미로, 신인류 세대란 1980년대에

발달했던 감성문화의 주역으로 화제를 모은 세대이다.

「아사히 저널(朝日ジャ－ナル)」이‘신인류의 기수들’이

란 기사를 연재함으로써 명명되었으며, 당시의 애니메

이션, 컴퓨터 게임, 광고 등과 같은 상문화와 패션,

팬시용품 등과 같은 소비문화를 발전시켰다8).

따라서 신인류 주니어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관련지어 분석되곤 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

인과 거의 같은 취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7

년경‘포켓 몬스터(Pocket monster)’와‘다마고 워치

(Tamago watch)’를 유행시킨 세대로, 만화와 전자

게임의 제 1세대 던 부모들과 문화를 공유하며 즐기

고 있다9). 또한 부모들이 보는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

며, 부모가 좋아하는 가수들에 대한 인지도도 아주 높

다. 그 결과 현재 일본에서 어린이의 상위 부분과 성

인의 하위 부분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새로운 시장

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예로 1996년에 데뷔한 평균 13.5세의 여성 댄스

그룹‘스피드(Speed)’나‘모닝 무스메(モ－ニング娘)’,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결성된‘미니 모니(ミニモニ)’

와‘푸치 모니(プチモニ)’등이 신인류 주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결성된 댄스 그룹이다. 따라서 신인류 주니어

세대들이 원색적인 색상, 장식적인 디자인, 체형을 살

짝 덮는 실루엣이 특징인‘미니 모니’그룹의 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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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기 때문에‘미니 모니족’이라 부르기도 한다10).

즉 밝고 건강하고 적극적인 취향이 특징으로, 현재 일

본에서는 의복뿐만 아니라 구두, 백, 모자, 헤어스타일,

속옷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다양한 지향(志向)의 추구

1) 자립과 공생(共生)의 밸런스 감각

경제와 고용불안이 가져오는 불투명한 장래와 성과

주의, 가정환경의 변화 등 현재 일본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개인의 불안은 가

속화하고 있다. 이토추(伊藤忠) 패션시스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시되는 것이‘자립과 공생의 밸런스’

감각이라 지적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해 개인이‘자

립’해 나가는 방향성과 그 반대로 타인과‘공생’해 가

는 방향성이 요구되는 시대라 말했다11).

먼저‘자립’의 방향성에 관해 보면, 앞서 말한‘파

라사이트 싱 ’등과 같이 현재 일본의 4세대 중 1세

대는 1인 1가구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12) 개인화 추세

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개인

화를 기본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급

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먹을 양만큼

팩에 넣은 식품, 미니 스테레오, 일인용 TV 등의 인기

가 그것이다13).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시한다는 것

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향으로 패션은 물론,

가전과 인테리어의 역에서‘나만의 것’을 강조한 상

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헤타우마 세대에 의한‘마이

붐’경향 역시 이러한 견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최근 패션계에서 화제를 모으는 ‘커스터마이즈

(customize)’경향 역시 개인화의 방향성을 시사해 준

다. 커스터마이즈란‘…을 주문받다’, ‘개인의 요구에

맞추다’란 의미로, 나만의 것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자

신의 사이즈에 꼭 맞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나타낸다14). 최근 화제를 모은 스니커

(sneakers)의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

하여 온라인 상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한 나이키의

‘NIKE iD’가 그 예이다.

한편,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과의 관계로 확인하거

나, 어딘가에 귀속하고 있다는 안심감을 필요로 하는

방향성도 있다. 그리고 최근‘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타

인과 연결되는 수단으로 패션이 자주 사용되는데, 거

리에서는 거의 같은 패션으로 몸을 치장한 무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만 국한된 예는 아니겠

으나 과거에 비해 그룹의 규모가 더욱 세분화되어 진

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모드(mode)’란 말 역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모드’란 타인을 대하는 장소와 상황에 맞추어 자신

을 변화시켜 간다는 의미로15), 자연스럽게 인격을 변

화시켜 타인과 접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

션이 또래 그룹과 관계를 유지하고, 따돌림당하지 않

기 위한 동조성의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다.

2) 비범(非凡)의 감각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매니아, 오타쿠, 카리스

마, 달인(達人) 등 비범의 감각을 담은 용어들이 연이

어 유행하 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사용된 오타쿠란

말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 만화동호

회에 모인 회원들이 서로를 오타쿠라 부르며 정보를

교류하 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면서 그러한 무리들을

오타쿠라 지칭하게 되었다16). 오타쿠의 주요 특징은

정보 수집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재편집하는 능력이었

다. 그리고 그 후 연예인, PC 게임 등의 장르에서도

같은 활동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타나 오타쿠 문화는

확산되어 갔다.

한편 카리스마란 원래 신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재능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매력 혹은

권위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말이 유행된 것은 1998년

에 사노 신이치(佐野眞一)의 저서「카리스마 中內 功과

다이에의 전후(戰後)」가 발매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같은 무렵 카리스마 점원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패션계

의 화두가 되었다. 카리스마 점원이란 점원이 그 날

팔고 싶은 상품을 입고 판매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

로, 시부야에 있는 패션몰인「시부야 109」의 인기 브

랜드「에고이스트(Egoist)」에서 처음 비롯되었다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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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카리스마 요리사, 카리스마 모델, 카리스마 디자이

너, 카리스마 미용사 등과 같은 말들이 유행어가 되었

는데, 이는 커다란 힘에 이끌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여

실히 드러냄과 동시에 다양한 하위문화를 이끄는 원동

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3) 느림의 감각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하즈스(はずす)’,

‘타레루(たれる)’, ‘맛타리(まったり)’와 같은 말이 유

행어로 등장하고 있다. ‘하즈스’란 벗다, 풀다 등의 의

미이며, ‘타레루’는 모든 것이 귀찮고 언제나 축 늘어

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젊은이

들이 흔히 사용하는‘맛타리하다’란 말은 친구들과 두

서 없는 잡담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를

갖는다18).

이상의 용어들은 모두 느림의 감각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무서운 속도로 변화를 계속해 온 현대 사회와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조금이라도 빠르고 합리

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무섭게 달려온 현대사회와 그

속의 자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져 있

다. 그리고 PC,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기기의 놀라운

발전과 보급 등 나날이 고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속도

감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속도감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를 반 한 디자인 및 마케팅 사례

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일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품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패

션 잡화 상점인「J 피리오드(J ピリオド)」와「오쿠라

(オクラ)」등이 그 예이다.

3. 새로운 패션비즈니스 형태의 인기

일본 패션은 1980년대 전반에 DC 브랜드의 인기를

거쳐 그 후반에는 거품 경제 속에서 수입 브랜드의 붐

을 맞이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SPA와 셀

렉트 샵(select shop), 라이프스타일 샵 등이 등장하

여 패션 비즈니스의 주력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주목을

모으고 있다.

우선 SPA란 Speciali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의 약어로서 미국「갭(Gap)」社의 회장

이 1986년 결산보고에서 자사의 새로운 사업체제를

정의하여 선언한 말이다. 즉 제조 소매업으로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판매하는 형태가 특징이다19). 1995년 9

월에 동경 하라주쿠에 오픈한 이래, 1999년 말까지

28개 지역의 53개 점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미국

「갭」사를 비롯하여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사에 의한「유니크로(Uuniqlo)」선풍이 대표

적인 예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먹

을 수 있는 패스트 푸드와 같이 점포, 상품, 판매 시스

템 모두 표준화되어 있다는 뜻이다20).

한편 셀렉트 샵이란 특정의 브랜드에 한하지 않고

상점의 컨셉에 맞추어 복수의 브랜드를 국내외로부터

사입(仕入)하여 판매하는 상점을 가리킨다. 「빔즈

(Beams)」와「유나이티드 애로즈(United arrows)」가

대표적 업체이다. 셀렉트 샵의 특징은 상품의 신선함

과 희소성에 있으며, 그 역은 옷뿐만 아니라 생활

역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롭게 부각된 패션 비즈니스 형태들은

점차 거대화되는 패션 시장에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

일과 가치관의 변화에 착하여 재빠르게 대응해 나가

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1990년대

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 중심의 상품 구

성이며, 그에 따라 거리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스트리

트 패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되었다.

III. 1990

1. 스트리트 패션의 스타일 유형

이상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여 1990년

대 이후 일본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이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이 생성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 유형을 나누는데 있어 다양한 견해

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트리트 패

션이란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거리, 즉 하라주쿠, 시

부야, 다이칸야마 등의 거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패

션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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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적 캐주얼 스타일

일본의 패션은 아이비 룩(Ivy look)으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패션에 있어 보수적

캐주얼 스타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언제

나 보수적 캐주얼 스타일은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의

한 흐름을 형성해 왔는데, 1990년대 이후에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시부카지(澁カジ)와 프레카지(フレカ

ジ), 즉 프렌치 캐주얼이라는 보수적 캐주얼 스타일로

시작되었다.

먼저 시부카지란 1988년경 등장한 트래디셔널 캐주

얼 웨어로, 동경의 시부야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 웨어

란 의미의 약어이다. 즉 시부야 부근에 사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품 코오디네

이트 위주의 캐주얼 웨어를 가리킨다. 캐주얼 웨어라

하더라도 전통적이며 고급스런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

며 특히 직수입 브랜드 위주의 풍요로운 시대를 상징

하는 스타일이다21). 이는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스트라이프 셔츠에 직수입 청바지, 캐시

미어의 V네크 스웨터, 폴로 셔츠, 가죽 반코트 등을

유행시켰다. 그리고 1990년 가을부터는 트래디셔널 캐

주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네이비 블레이저(navy

blazer)가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하 으며, 그와 함께

‘전통 지향’, ‘진품 지향’, ‘베이직 지향’이 패션의 키

워드로 떠올랐다22)(그림 1, 2).

한편, 프레카지는 프렌치 캐주얼(French casual)의

약어로, 1992년경 여고생들의 사복으로 유행한 스타일

을 말한다. 대개 저가격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 는

데, 이는 거품 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의 사회적 분위

기를 반 하는 것이기도 했다23). 프렌치 캐주얼의 특

징은 검은색, 흰색, 회색, 데님의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조합시키는 코오디네이트에 있었다. 예를 들면 컷 소

우(cut sew), 보더 티셔츠, 카디건, 진즈 등과 같은 평

상복을 쇼트 부츠나 주름진 흰색 양말, 헌팅 캡, 선

래스, 실버 액세서리 등과 함께 코디네이트함으로써

시크한 멋을 추구했다24)(그림 3, 4). 그를 위해 교과서

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잡지「mc 시스터」로 프렌치 캐

주얼의 유행에 힘입어 1991년 초의 발행부수가 18만부

<그림 1>  시부카지Ⅰ

(Across編集室(1995). p.220.)

<그림 2>  시부카지Ⅱ

(東京の若者(1989). p.235.)



던 것이 1992년경에는 30만부로 신장되기도 했다
25).

2) 섹시 캐주얼 스타일

1990년대 초, 원조교제와 같은 여고생들의 풍속도

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서‘여고생’란 말

이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여고생들의 패

션도 섹시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갔으며, 1990년대 이

후 스트리트 패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들어 사복 감각으로 교복을 코디네이트한

여고생들이 화제에 올랐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중·고등학교들이 생존경쟁

의 일환으로 교복의 리뉴얼을 급속하게 추진해 온 결

과 다. 그리하여 1992년경부터는 미니 스커트의 교복

에 루즈 삭스를 신고, 염색의 머리를 한 여고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996년 절정을 이루었다26). 특히

루즈 삭스라 불린 주름지게 내려 신는 반 양말은

1990년대를 통해 큰 유행을 낳아 1996년에는 유행어

대상을 수상했다27)(그림 5).

한편‘고갸르’라 불리는 무리들이 화제를 모았다.

원래‘고갸르’란‘걸의 아이들’을 의미하는 어의

‘걸(girl)’과 한문의‘고’(子)가 합성되어 생긴 말로, 중

학교 때부터‘걸’을 모방한 패션을 즐겼던 여고생들이

그렇지 않은 동료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이었다28).

그러나 그 말이 여고생들의 풍속적인 측면과 결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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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렌치 캐주얼Ⅰ

(Across(1992. 6). p.12.)

<그림 5>  루즈 삭스

(Across(1997. 8). p.9.)

<그림 4>  프렌치 캐주얼Ⅱ

(Across編集室(1995). p.230.)



서 섹시하고 불량스런 패션으로 치장한 일부 여고생을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복의 경우 대개 스커트

길이를 극단적으로 길게 입거나 짧게 입었으며(그림

6), 일상복의 경우에는 길게 염색한 머리와 검게 그을

린 피부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 흰색 매니큐어와 같은

화장, 그리고 여유있는 긴 스웨터에 하의는 스판 바지

와 레그 워머, 혹은 부츠나 스니커 등을 신는 스타일

이었다29). 이 스타일은 LA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스포츠 룩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지

만30) 한편으로는 양키같이 불량스런 감각이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했다31).

그 후‘고갸르’패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노

출이 심해지고 몸치장도 과장되어 갔다. 그리하여

1997년에는 섹시 캐주얼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발신지로서 패션몰인「시부야 109」가 화제에 올랐

다32). 그 중에서도 패션 브랜드「에고이스트(Egoist)」

가 눈길을 모았는데, 섬유신문(99. 3. 5)은 그에 관한

연재기사에서“현재 염색머리와 높은 굽의 부츠가 일

반화되었으며, 이를‘시부야109’스트리트 패션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흑인과 같은 검은색 메이크

업과 노란색 염색 머리, 그리고 바비 인형의 프로포션

을 연상시키는 매우 높은 힐의 부츠나 샌들을 신은 모

습은 괴기한 느낌마저 들게 하 다. 매스컴은 이들을

검은 얼굴이란 의미의‘간구로족(顔黑族)’, 혹은‘야만

바족(族)’이라 불 고, 1990년대 후반에는「Cawaii!!」,

「Popteen」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이 대거

창간되었다(그림 7, 8).

3) 하라주쿠 팝 스타일

1990년대 후반부터 동경의 하라주쿠를 중심으로 펼

쳐지는 패션이야말로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인류 주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색다른 스트리트 패션이 일본發 패션 트렌드로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 예로 1998년에는 일본의 한 잡지사 주최로 하라

주쿠 스트리트 패션을 내용으로 한 패션쇼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도쿄 스트리트 팝’이 테마 으며, 그 쇼

에는 기모노를 응용한 것, 하늘하늘한 스커트와 펑크

풍의 부츠를 코디네이트한 로리타(lolita)풍 패션, 팬더

(panda)의 귀마개와 곰인형 모자, 앞이 불룩한 구두,

유치원생 가방 등과 같이 아동용품으로 코디네이트한

것 등이 등장하 다33). 그런가 하면 이태리의「베네통

(Benetton)」은 일본 하라주쿠의 거리에서 약 120명의

젊은이들을 촬 하여, 국제 캠페인의 이미지 광고로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나 독특한

모습으로, 펑크의 의상을 입고 가죽 목걸이를 하고 모

히컨의 머리형을 한 소년, 코와 혀에 피어싱을 하고

은색의 가발을 쓴 소녀, 등에 천사의 날개를 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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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갸르

(본인촬 (2002. 8). 시부야.)

<그림 7>  간구로족Ⅰ

(Fruits(2002))

<그림 8>  간구로족Ⅱ

(Apparel 業界 Handbook(2003). p.31.)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그림 9, 10).

<그림 1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주쿠의 스트

리트 패션은 매우 키치(kitsch)하고 엑센트릭

(eccentric)한 마치 동화 나라의 주인공과도 같은 모

습이다. 이에 관해 하라주쿠 패션 전문지인「Fruits」은

그 겉 표지에‘하라주쿠 프리 스타일’이란 이름을 붙

는가 하면, 역시 같은 패션전문지「Kerouac」는 하

라주쿠 패션 특집호의 겉면에‘엑센트릭란 소년과 소

녀와 걸(excentric boys & girls)’라 묘사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향을 뉴욕의 패션쇼 테마를

인용하여‘하라주쿠 팝 스타일’이라 명명했다.

4) 3 Re(Revival, Remake, Recycle) 패션 스타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패션관련 문헌들을 보면 중

고 의상이나 중고풍 패션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Re로

부터 시작되는 패션 스타일들이 주로 많이 등장했다.

즉 리바이벌(Revival), 리믹스(Remake), 리사이클

(Recycle) 패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3 Re’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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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베네통 광고Ⅰ

(인터넷 자료.)

<그림 10>  베네통 광고Ⅱ

(인터넷 자료.)

<그림 11>  하라주쿠 팝 스타일Ⅰ

(본인촬 (2001. 7). 하라주쿠.)

<그림 12>  하라주쿠 팝 스타일Ⅱ

(본인촬 (2001. 7). 하라주쿠.)

<그림 13>  하라주쿠 팝 스타일Ⅲ

(본인촬 (2002. 8). 하라주쿠.)

<그림 14>  하라주쿠 팝 스타일Ⅳ

(Fruits(2002))



스타일이라 규정했다.

우선 리바이벌은‘재유행’, ‘부흥’, ‘부활’등의 의미

로, 리바이벌 패션은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복고풍이 이에 해당하며, 1990년대 이후 일본

의 스트리트 패션에는 이러한 리바이벌 패션이 끊임없

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1993년 경 뉴 히피 룩을 위시

한 70년대풍 겹쳐입기 패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34).

이에 비해 리메이크는‘개조하다’, ‘다시 제조하다’

등의 의미로, 리메이크 패션은 과거의 스타일을 과거

의 방식, 혹은 외형 그대로 다시 제조한 패션을 말한

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10대들 사

이에서 인기를 모은「EVIS」라는 브랜드의 진즈를 들

수 있다. 이 브랜드 이름은「리바이스(LEVIS)」에서 L

을 삭제한 것으로, 신제품이었지만「리바이스」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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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리사이클 패션

(Across編集室(1995). p.242.)

<표 1>  1990년대 이후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시부카지(89)

프렌치 캐주얼(92)

스쿨걸 룩(90)

루즈삭스(93)

70’s 리바이벌 패션

LA스타일고
갸르(93)

리사이클패션(93)
중고옷 붐(93)
EVIS진즈 붐(93)
리메이크 패션

셀렉트 샵
등장(95)

마이붐
유행어(94)

야만바족
간구로족

포켓 몬스터(97)
다고마 워치(97)    

동경 스트리트 팝
뉴욕 패션쇼(98)

베네통광고(99)

신인류주니어
세대에고이스트

카리스마점원(99)

Gap일본 오픈(95)

유니크로화제(98) 카리스마 유행어(98)

루즈삭스 절정(96)

시부야109 화제(97)

파라사이트싱 (00)

단카이주니어
세대

헤타우마
세대

보수적캐주얼
스타일

섹시캐주얼
스타일

3Re 패션
스타일

하라주쿠 팝
스타일



의‘501XX’스타일을 가능한 충실히 리메이크하기 위

해 구식의 직기로 짠 데님을 사용하고 리벳도 현대식

이 아니라 과거의 방법대로 장식하 다. 이는 현대 대

량생산에 상반된 개념을 디자인 특징으로 한 것이다
35).

마지막으로 리사이클은‘…을 재활용하다’, ‘재순환

시키다’의 의미로, 리사이클 패션이란 말 그대로 중고

옷을 재활용한 패션을 말한다. 중고 의상이 패션잡지

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

다. 각종 패션잡지는 중고 의상이 갖는 독특한 촉감과

질감을‘멋있는 것’으로서 소개하 으나 실제로 그것

을 입고 소화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

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고 옷을 부담없이

입게 되었고, 프리 마켓이 정착하면서 그 곳에서 사고

파는 것 자체가‘멋있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일대

붐을 형성하 다36)(그림 1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가상현실의 퍼포먼스

인간은 원래 변신을 희망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

며, 복식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곤 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대의상(stage costume)이

나 축제의상은 이러한 변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었던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식은 가상

현실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환상을 미적으로 체험시키

기 위해 입었던 가상의 복식(virtual clothes)으로, 우

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가상의 복식의 예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그림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간

구로족’이나 ‘야만바족’이 추구했던 것은 바비

(barbie)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바비 인형과

같은 자신이 되고자 극단적인 높은 힐과 노랑머리, 검

은 색 피부 등으로 치장했다. 또한 <그림 9-14>와 같

이 우리는 일본의 거리에서 만화의 주인공이나 천사와

같이 치장한 젊은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속

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변신 욕구가 내재해 있으며,

그를 통해‘패션은 즐기는 것’, ‘패션은 유희수단’이라

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매스컴은 그들을

가리켜 코스프레(コスプレ－), 즉 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라 불 다37).

이와 관련하여 베네통의 광고를 제작한 아트 디렉터

는‘구원할 길 없는 사회’의 상징이라 표현한 바 있다.

즉 그들은 거품경제 후 패자가 된 일본의 현실을 대표

하는 상징물이자 사회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몸에 걸친 펑크 패션, 천사 의상 등은‘무

(無)시간성’을 의미하며, 그들은 사회적, 역사적인 존재

라기보다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주민으로 떠도는

듯한 느낌을 준다38). 또한 일본의 패션분석가 치무라

노리오(千村典生)역시 현재 하라주쿠 젊은이들의 패션

에서 리얼한 메시지를 전혀 느낄 수는 없으며, 단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유희하는, 공허한 미의식만이 있

을 뿐이라 평하고 있다39). 즉 현재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카리스마와 같은 힘에 의존하고, 주위와의 동

조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나약한 젊은이들이 현실

의 공허함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구하는‘가상 현실의

퍼포먼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스타일 컬처 속의 기호학

스트리트 패션 연구가 존 서베이지(John Savage)

는 최근의 문화적 상황을 스타일 컬쳐(style culture)

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고도의 소비문화시대가 낳은 상품들에게 과도하

게 노출된 나머지 패션, 화, TV, 출판, 패션, 광고,

음악 등의 모든 업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집적회로(集積回線)를 형성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사회의 거대한 자본력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더욱 그 상황을 부추켜, 스타일의 상

업적인 혼잡과 다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40)

고 밝혔다.

테드 폴헤머스(Ted Polhemus) 역시 20세기 후반

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현재의 젊은 세대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에 둘러싸여 성장해

112

A 제8권2호



온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스타일의 세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스타일 세계(style world)에서는 전혀 다른 시대의 것

들이‘동시 발생’되고 있으며‘수퍼마켓’에서 쇼핑하

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물들을 나열한다41)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에서 보면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실

제 거리의 젊은이들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문화이기보

다는 패션산업의 거대한 자본력과 매스미디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 캐주

얼 스타일의 경우「mc 시스터」, 섹시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Cawaii!!」, 3Re 패션 스타일은「Boon」등과 같

이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 있어 어떤 스타일의 배후에

는 그 스타일의 교과서와 같은 패션잡지들이 존재한

다. 또한 브랜드와의 연관성도 아주 깊다. 즉 일본의

매스컴은 어떤 패션을 발신하는데 있어 TV, 잡지, 거

리의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에 마치 홍수

와도 같은 정보를 집중하여 방출한다. 그러면 젊은이

들 사이에 동조와 추종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

운 패션 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는 것이다42).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정보의 홍수가 방출한 다양한 기호들

을 나열하고 그 배열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

3)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디자이너인

나카무라 마사히로(中村正博)와 LICA 두 사람이 담당

하는 패션 브랜드「20471120」은 몇 년 전‘동경 리사

이클 트로젝트(Tokyo Recycle Project)’란 이벤트를

개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는 고객이 가지고 온

의복들을 디자이너가 리메이크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고객이 직접 써넣은 의복과 결부된 추억들

을 디자이너가 읽고 그 회답을 직접 첨부한다. 즉‘프

로세스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43).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옷차림에서도 이 같은 경

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라주쿠 팝 스타일

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새롭게 조합시킨

것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데츠쿠라(手作ラ－)’라 부른다. 이는‘손으로 직접 만

들다’란 뜻의‘데츠쿠리(手作り)’에 어의‘-er’을 붙

여‘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

는 새로운 합성어이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유행된 중

고 옷, 즉 앞서 말한 3 Re 패션 스타일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느림의 감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고도 소비사회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기능

과 형태가 곧 생활의 진화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오래된 것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생

겨난 맛, 사람의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온기, 직접 그것을 만들면서 느끼는 따뜻한 인간미 등

이 사물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음을

나타내준다44). 특히 패션과 관련해서는 의복이나 액세

서리의 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스토

리’까지도 디자인의 범주에 넣어 개성을 표현하고, 이

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패션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스트리트 패

션의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패션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하고자 1990년대 이후 일본 패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스타일

유형과 그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 일본 패

션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 변화

해 왔다. 이는 우선 단카이 주니어 세대, 헤타우마 세

대, 신인류 주니어 세대와 같은 다양한 마켓이 형성되

었으며, 자립과 공생의 밸런스 감각, 비범의 감각, 느

림의 감각과 같은 다양한 지향이 추구되었고, SPA와

셀렉트 샵 등과 같은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형태가 인

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1990년대 이후

커다란 트렌드가 아니라 복수의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

하면서 변화해 왔는데, 그에 관해 분석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적 캐

주얼 스타일로, 어느 시기나 이 스타일은 일본의 스트

리트 패션의 한 흐름으로 등장해 왔는데, 199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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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시부카지와 프레카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섹시 캐주얼 스타일로, 이는 여고생들의 패션에 섹시

한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

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루즈삭스, 고갸

르, 간구로족, 야만바족들이 이에 속한다. 셋째 하라주

쿠 팝 스타일로,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경의 하

라주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인류 주니어 세대의 스

타일을 말한다. 이 스타일은 현재 일본의 스트리트 패

션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으며, 일본發 패션 트렌드로

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넷째 3 Re 패션 스타일

로, 리바이벌, 리메이크, 리사이클 패션을 말한다. 우선

리바이벌 패션은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재탄생시킨 것을 말하며, 리메이크 패션은 과거

의 스타일을 과거의 방식, 혹은 외형 그대로 다시 제

조한 패션을 말한다. 또한 리사이클 패션은 말 그대로

중고 옷을 재활용한 패션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가상

현실의 퍼포먼스적인 특성으로, 현재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카리스마와 같은 힘에 의존하고 주위와의 동조

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나약한 젊은이들이 현실의

공허함에서 탈피하기 위해 추구한다. 둘째 스타일 컬

쳐 속의 기호학이란 특성으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은 패션산업의 거대한 자본력과 매스 미디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그 속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보의 홍수가 방출한 다양한 기호들을 나열하고 배열

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한다. 셋째 프로세스 커뮤니케이

션의 특성으로, 3 Re 패션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복식의 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속의‘스

토리’까지도 디자인의 범주에 넣어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패션에 관한 새로운 가치

관을 나타내 준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말한다. 즉 문화는 국

가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인터넷, 위성방송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문화에 있어 국경을 구분짓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앞으로 문화는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자산임과 동시에 고

부가가치의 상품으로서, 국경없이 수용, 전파되는 문화

적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응용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

다. 그 중 세계적으로 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 이해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보다 풍부한 디자인

의 발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라

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패션산업 현장에서 주

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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