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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bed into the fashion styling of modern girls who led fashion and revealed 
power of woman as the center of modernization in Korea. Methods included the theoretical 
study based on fashion related newspaper articles at the time, specialized publications, 
advance researches, and internet data and the empirical study that involved contents 
analysis centering on visual data, expert evaluation, and styling development and 
presentation. The image of Korean modern girl analysis found in the order of modern 
image, elegant image, classic image, mannish image, romantic imag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could be classified into sensual classicism, modern elegance, feminist 
epicenism, and romantic simplicity. The theme was ‘Retro Modern’ and a total of 4 styles 
were applied. ‘Progressive Tradition’ express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ensual 
classicism and it gave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seamless one-piece skirt which is 
the modified Korean clothes of Korean modern girls. ‘Luxe Beauty’ express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elegance, and it developed the long and slim style which was 
popular in the 1930’s in a trendy way. ‘Dressy Avant-garde’ express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eminist epicenism, and it suggested the mannish style Western clothes 
that Korean modern girls wore by following recent fashion trend. ‘Minimal Couture’ 
express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implicity and it presented the garçonne 
look which was popular in the 1920’s by following rec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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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세기는 문화예술 정치 경제 과학 등 다양한   21 , , ,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며 여성의 능력과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지도자는 알. 

파걸이라 지칭되며 이는 세기 초 우리나라 최초의 20

현대여성으로 불렸던 모던 걸 에서 그 ‘ (Modern Girl)’

기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던 걸들은 의식 개. 

혁과 복식 개혁을 선도한 인물로서 개화기 시대에 

도입된 서구패션을 유행시킨 우리나라 패션의 역사

상 유행 선도자였다.

역사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집단은 어느 나라에  

나 항상 존재해 왔다 오늘날 유행 선도 집단은 배. 

우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과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 

받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스포츠 스, 

타 등 셀러브리티 들이다 유명 연예인과 (celebrity) . 

영향력 있는 셀러브리티의 패션은 텔레비전 인터넷, , 

등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SNS 

대중들에게 유행되고 있다 그 예로 연예인들의 공. 

항패션과 드라마 여주인공들의 패션 스포츠 스타들, 

의 패션은 대중들의 관심과 추종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한류스타들의 패션은 그 스타들을 좋아하는 외

국 팬들에게까지 유행되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한, 

국 패션 스타일이 패션으로 유행되고 있다K- .

이상과 같이 세기 한국사회의 여성의 힘과 유행   21

선도 집단의 패션 영향력은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대화의 중심에서 유행을 선. 

도하며 여성의 힘을 발현하였던 모던 걸에 대한 의

류학적 미용학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모던 걸 패션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년대   1920-30

패션 연구(Ahn & S. Yang, 2001; H. Kim, 2004; 

Eunjung. Kim(a), 2013; Eunjung. Kim(b), 2004; J. 

중 일부로 모던 걸의 패Yoo, 2007;  S. Yoo, 1988)

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승희 중심의 패션 

연구(Im & Y. Park, 2000; S. Kim, 2011; A. Park, 

메이크업과 헤어와 같은 뷰티관련 연구2012), 

(Hong, 2011; Miyoung. Lee, 2007 & K. Kim, 

가 2007; S. Lee & Y. Jung, 2013; Maeng, 2003) 

주를 이루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던 걸의 토털 패. 

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모던 걸의 

미적특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포함한 스타일링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화의 중심에서 유행을 선  

도하며 여성의 힘을 발현하였던 모던 걸의 패션 스

타일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모던 걸들. 

의 패션 분석을 통해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 최근 트

렌드에 맞추어 한국 모던 걸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

하고 실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 

대적 범위는 우리나라 모던 걸이라는 집단이 발생하

여 활동한 년대로 하였다1920~1930 . 

연구방법은 모던 걸 및 모던 걸 패션과 관련된 당  

시의 신문기사 전문서적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 , , 

등을 통해 모던 걸의 발생배경과 개념 모던 걸 관, 

련 선행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동. 

향을 위한 자료는 년도 이후 발표된 국내 학위1990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포유 에서 검색어 ‘ www.riss4u.net’

모던 걸 신여성 모던 걸 패션 신여성 패션‘ ’, ‘ ’, ‘ ’, ‘ ’, 

년대 여성 패션 모던 걸 화장 신여‘1920-1930 ’, ‘ ’, ‘

성 머리 등의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

한국 모던 걸의 패션 분석은 선행연구  (J. Yang & 

에서 수행된 한국 모던 걸 패션 스타H. Park, 2015)

일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한 이미지 분류가 수행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적특성을 도출하였다 패션 . 

분석은 당시 무용 음악 미술 교육 그리고 기타 분, , , 

야에서 현재까지 사진자료가 많이 남아있고 대중적

으로 알려진 실존 인물들의 사진과 년도 이후 2000

발표 된 대중영화 중 년대를 시대적 배경으1920-30

로 하며 최근에 모던 걸들을 재해석하거나 적용한 

한국 영화 속 여주인공 모던 걸들의 패션 사진을 대

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평가를 통한 이미지 분석은 . 

가지 패션 이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8 . 

결과로 도출된 미적특성을 기준으로 패션 2015/16 

트렌드에 적합한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실제 연

출하여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모던 걸 패션 연구 동향. Ⅱ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5

112

모던 걸 발생 배경  1. 

년대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참여는 전   1920-30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서양의 신문화와 

신교육을 수용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과 갈등하

며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증가하게 되

었고 여성들 역시 의식개혁과 복식개혁을 주창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년 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강  1919 31 ․
압적인 문화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 

동시에 수용된 서양문화는 신문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 

역할을 하였다 민족 주체 의식(Kum et al., 2012). 

이 팽배해지면서 교육만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졌고 정규 교육기관 이외에도 , 

야학 교회 등 사설 기관이 의식교육과 계몽 운동에 , 

동참하며 수많은 강습회가 생겨났다 특히 여성 교. 

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화 학당은 년 이화1925

여자 전문학교로 개명하여 여성교육의 선봉에 섰으

며 교육에 대한 갈망 속(J. Lee & S. Park, 2011), 

에서 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마침내 년1920

대 말기에 이르면 여성 교육이 보편화된다.

또한 여성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잡지는 경쟁  

적으로 발간되었다 특히 년에 발간된 신여. , 1923 『

성 은 여성들의 직업과 사회진출을 옹호하였다 당. 』

시의 직업여성은 자질 향상 지위 향상 권익 옹호, , 

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여권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

다 년대 중반 이후부터 식(Kum et al., 2012). 1920

민지 조선에서는 경제적 주체로서 자각한 근대적 

직업부인 의 계보가 형성되었는데 대체로 교사 의‘ ’ , , 

사 기자 간호부 방송국 아나운서 은행원 유치원, , , , , 

보모 산파 등의 전문기술직과 신종 걸들인 헬로 걸, 

전화교환수 데파트걸 여점원 버스 걸 깨솔링 ( ), ( ), , 

걸 엘리베이터 걸 타이피스트 서점직원 등을 포함, , , 

시키고 있으며 제사연초 공장 직공까지 아울렀다, ․
(Seo, 2013).

모던 걸이라는 집단이 발생하여 활동한 년대는 당시 모던 걸들에게 현대 였으며 현재 세기를 살1) 1920-30 (modern) , 21

아가는 우리도 현대 를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기 지금의 시각에서 트렌드를 재해석하기 (contemporary) . 21

위해 지금을 의 현대 로 하고 을 많은 서적과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근대 로 정의하여 사contemporary ‘ ’ modern ‘ ’

용하고자 한다.

년대 신여성 이라는 하나의 여성지식인 계층  1920 ‘ ’

이 사회에 등장하면서 여성들은 자유연애와 결혼, , 

그리고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상으로 삼게 되었

다 개화기 이후 결혼의식의 형태 또한 상당한 변화. 

를 보이고 있었다 신식 결혼이 기독교도들 사이에 . 

크게 유행하여 널리 보급되었고 이러한 신식결혼은 

사회결혼 으로도 불렸으며 년대 초기에 이르‘ ’ , 1920

러서는 번창하여 장소가 모자랄 정도였다(B. Lee et 

al., 1999). 

  이상으로 모던 걸의 등장 배경에는 여성교육 직업, 

여성의 등장 자유연애와 결혼 평등한 부부 관계 등 , , 

여성의식의 개혁과 사회참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던 걸의 개념  2. 

식민지 근대1)에 해당하는 년대는 당시를 1920-30

살았던 여성들에게는 물론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매

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시기이다 무엇보다 근대가 .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대 전후는 자유와 평등이1920

라는 근대적 가치에 기반해서 여성해방사상이 사회

적 쟁점으로 공론화되었고 유교적 내외법의 전통 , 

속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의 영역 공적인 영역으로 걸어 나오게 된 시점, 

이다(Myoungsun. Lee, 2002).

신여성이란 구여성 과 대비되는 개념이지( )舊女性

만 이들은 신교육을 받은 지식여성으로 신교육을 통

한 자아 각성을 기반으로 가부장제적 도덕규범에 도

전하여 가정에서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이며 의식 , 

개혁과 복식개혁을 선봉에서 주창한 사람들이었다. 

또 한편 그 실천의 한 가지로 머리를 짧게 단발한 

모단 걸 을 상징하였다 반면 ‘ ( ) ’ (Ko, 2001). 毛短毛斷․
신여성은 처음에는 소수의 교육받은 여성을 지칭했

으나 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근대적 

여성상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 이들 신여성은 근대. 

적 여성이란 의미의 모던 걸 로도 불리었다 주로 ‘ ’ . 

서구화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을 지칭해서 모던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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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렀지만 모던 걸은 단지 외모와 패션에만 국, 

한되지 않았다 모던 걸의 등장은 하나의 사회적 현. 

상이었다(S. Lee & Y. Jung, 2013). 

모던 걸은 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 아이  1920

콘으로 모던풍의 첨단에 놓인 존재들로 당시에는 모

든 유행에 모던 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었‘ ’

고 모던 걸은 근대적 패션인의 집단 하이칼라의 , , 

집단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였다(J. Kim, 2005).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치마를 입은 새로운 부류가 나오면서 모던 걸 이‘ ’

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났고 세상물(Ko, 2001), 

정 모르는 구식 여성과는 달리 도회적 문명이 가져 

온 새로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인 신식 여성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Korea Literary Critics 

이와 같이 모던 걸은 의식개혁Association, 2006). 

과 복식 개혁을 시도한 근대적 여성들로 엘리트 집

단의 신여성을 포함한 신식 여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조선의 모던 걸은 여학생 신종 직업 부인  , , 

기생 여급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통칭하고 있, 

으며 이들은 교육여부나 사회적 신분 계층상의 기, , 

준이 아닌 외면적인 요소 즉 공적 공간에서 신체를 , 

노출하고 성적 위반을 감행하는 여성들로 함께 범주

화되고 있다 여성들의 내부에는 계층(Seo, 2013). ,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 개별적 환경의 차이 등 상, , 

이한 조건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 

구적 외양과 도시취미를 추구하며 거리를 활보한 

모던 걸 이다 모던 걸은 근대의 상징이었다 새로‘ ’ . . 

운 감각적인 멋과 지식의 소유자로 나타났으며 이, 

들의 스타일 의상 두발 장식 언어 의식 등 을 통( , , , , )

Table 1. The Contents of Advanced Research about Modern Girl

Researcher

(Year)
Title of Thesis 

Contents

Fashion Beauty

S. Yoo 

(1988)

A Study on the Changes 

in Woman's Clothes in 

Korea -Focusing on the 

Modern Women"s Dress 

and Ornaments in the 

1920s and the 1930s-

A costume divided clothing 

and accessories in the 1920s 

and 30s  by supply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lothes.

1920 and 1930 research 

into hair.

해서 근대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 한 것이다(S. Lee & Y. Jung, 2013) .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모던 걸은 신여성을   ,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식 .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을 신여성 이라고 지칭한‘ ’

다면 모던 걸 은 엘리트 집단의 여성을 포함한 다‘ ’

양한 계층 신분 직업군의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 

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던 걸들이 신식 교육. 

을 받은 엘리트 집단의 여성들이 많았기에 신여성과 

모던 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 

신여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모던 걸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음을 밝힌다.

모던 걸 패션 선행연구   3. 

한국 모던 걸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신여성의 패  

션 연구로 신여성의 복식과 뷰티 분야가 연구가 되

었다 신여성의 패션에서 전통 복식의 개량화와 양. 

장 착용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단발과 퍼머넌트의 헤

어 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던 걸 최승희 패션 . 

스타일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범위는 년. 1920-30

대 패션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넓게는 년부터 1900

년까지의 근대화 복식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1945 . 

행연구들은 주로 신여성을 중심으로 신문기사 잡지 , 

내용 등을 근거로 연구하였으며 여성의 참여 직업군

을 대상으로 한 실존 인물의 연구는 없었다 또한 . 

패션과 뷰티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스타일링을 연

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모던 걸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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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Researcher

(Year)
Title of Thesis 

Contents

Fashion Beauty

H. Kim 
(2004)

Study on the Attire of 
New Women Described 

Beol Geon Gon「 」

  A study on Modern Girl fashion 
trend divide Hanbok and western 
clothes in the 1920s-1930s.
  Accessories characteristics 
research such as Shoes, bags, 
etc, 

  Propose trend of 
hisashigami, bobbed hair, 
permanent style.

Eunjung(b). 
Kim 

(2004)

A study on Women 
fashion as a Symbol of 
Modernity: Focusing on 
Modern Women For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1945 in Korea

  A study on women's fashion 
of early modernization divide 
Hanbok and western clothes 
focused on newspapers and 
magazines, research paper, 
books. 

-

J. Yoo 
(2007)

Comparative Study on 
New Women Costume 
of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mparative study fashion 
style transformation of Modern 
Girl divide cloth improvement 
and  western clothes based on 
modernization of Korea and 
Japan women.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s 
and makeup of Korea and 
Japan through specialty 
publication, Papers, 
newspaper, advertising, 
Illustrations and Internet 
material about Modern Girl.

Miyoung. 
Lee,  & K. 

Kim
(2007)

The Study on the 
Modern Women's Hair 
Style during 1930's

 A review of the costume 
history transformation of Modern 
Girl on the 1930s through 
woman magazines and 
newspapers, books.

Propose makeup skill of 
Modern Girl in the 1930s 
dividing skin and eyebrows, 
lips.

Study permanent trend.

S. Hong 
(2011)

Makeup Culture of the 
New Women: Focused 

on 1920s~1930s
-

A research makeup style 
of Modern Girl dividing skin 
and eyebrows, lips shape 
by targeting the women's 
magazines published in the 
1920s and 30s.

A. Park 
(2012)

Fashion Style of Choi 
Seung-Hee, Korean 

Modern Girl 

  Aesthetic characteristics 
derived such as modern 
elegance, futuristic avant-garde 
and mystical Asian esthetics by 
studying the fashion style of 
Choi Seung-hee.

Propose three actual fashion 
styling

Hair style production of 
Chignon with finger wave 
and Bobbed hair, An up 
hairdo.

Propose Makeup such as 
Arched eyebrows and red 
lips.

Eunjung(a). 
Kim 

(2013)

The changes of Korean 
Woman's fashion and 
consumption culture in 
Korea in the 1920s to 

1930s 

  A Study on Modernization of 
fashion coordination, shoulder 
waist and a seamless one-piece 
skirt, colored clothes of 
encouragement and clothes 
made of colored cloth, western 
clothes and a class western 
clothes, eclectic style through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s fashion and consumer 
culture in the 1920s- 193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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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던 걸의 패션 이미지. Ⅲ

한국 모던 걸 패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실  

존 인물들의 패션 분석에 사용된 사진 장과 영화 53

주인공 사진 장 등 총 장을 대상으로 하였다33 86 . 

객관적 이미지 분류를 위해 전문가 인 패션디자인 5 (

전공 석박사 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가지 패션 이미) 8․
지 클래식 모던 매니시 스포티브 아방가르드 에( , , , , , 

스닉 로맨틱 엘레강스 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류, , )

하였다 각 사진을 보고 적합한 사진에 체크하도록 . 

하였으며 복합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가지 이상의 2

중복 체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 이미지 . 8

중 클래식 이미지는 본 연구의 특성상 우리나라 전

통적 고유 이미지로 의미 규정하였다.  

실존 인물의 모던 걸 패션 이미지와 영화 주인공   

패션 이미지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패션 이미지를 확

인해보면 모던 엘레강스 클래식(37.8%), (29.6%), 

매니시 로맨틱 순으로 분류(12.6%), (11%), (6.3%) 

되었다 즉 한국 모던 걸의 패션 이미지는 도회적인 . 

양장 착용으로 인한 모던 이미지 롱 앤 슬림 룩의 , 

엘레강스한 이미지 통치마의 클래식한 이미지 양, , 

복 비행사 복장 등의 매니시 이미지 자수 레이스, , , , 

꽃무늬 가르손느 룩의 로맨틱 이미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Table 2).

실존 인물의 패션 이미지와 영화 주인공 패션 이  

미지를 비교해 보면 모던 이미지와 엘레강스 이미지

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

다 이는 실존 인물 패션과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 

모두 서양복의 착용과 년대 당시 유행 경향1920-30

인 가르손느 룩과 롱 앤 슬림 룩의 착용에 의한 결

과로 생각된다 반면 클래식 매니시 로맨틱 이미지. , , 

는 차이를 보이며 나타났다 클래식 이미지는 실존. 

인물 패션이 영화 주인공 패션 보다 더 많이 분석되

Table 2.  Korea Modern Girl Fashion Image
(unit: %)

   Fashion 

Image Classic Modern Mannish Sportive
Avant-

garde
Ethnic Romantic Elegance

Korea 

Modern Girl
12.6 37.8 11 1.8 0.6 0.3 6.3 29.6

어졌다 이는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출현하지 않은 . 

전통한복 개량한복 등의 패션이 실존 인물 패션에, 

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매니시 이미지는 실존 . 

인물 패션보다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더욱 많이 분

석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매니시룩에 의한 결과

로 실존 인물에서는 비행사 박경원만이 매니시 룩을 

착용한 반면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는 청연 의 박< >

경원과 모던 보이 의 조난실이 매니시 룩을 착용< >

하였으며 실존 인물 패션과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출현한 매니시룩의 빈도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

된다 로맨틱 이미지는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실존 . 

인물 패션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영화 라듸오 <

데이즈 의 마리 패션의 영향으로 보인다 마리의 의> . 

상에서 로맨틱한 디테일의 패션이 많이 나왔기에 이

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Figure 1).

이상과 같이 실존 인물 패션과 영화 주인공 패션  

의 이미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영화의 경

우 당시 트렌드와 감독의 의견 반영 등으로 인한 재

해석이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 . 

모던 걸 패션의 스타일링 연구로서 사적 연구에만 

바탕을 둔 스타일링이 아니라 재해석을 통한 스타일

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의 재해석으로 인

한 차이를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 모던 걸 패션 이  

미지 포지셔닝은 다음 와 같다Figure 2 .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 특성. Ⅳ

선행연구 의 실존인물  (J. Yang & H. Park, 2015)

과 영화 주인공의 패션 분석 결과와 전문가 평가에 

의한 패션 이미지를 토대로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

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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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orea Modern Girl Fashion Image Figure 2. Korea Modern Girl Fashion Image 

Positioning

실존 인물의 패션을 살펴본 결과 최승희는 가르  , 

손느 스타일과 롱 앤 슬림 룩의 당시 첨단 유행을 

잘 수용 하여 패션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패

션에 있어서 아방가르드한 예술적 취향을 나타내었

다 한편 광고 모델로서는 과감한 노출을 시도하였. 

으며 모피착용으로 화려한 스타 패션 경향을 나타내

었다 나혜석은 전통한복 개량한복 우리 옷과 양장. , , 

의 혼용 양장 등 다양한 스타일을 착용하여 적극적, 

인 패션 수용의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생활과 사회 

활동에 있어 의복의 차이를 주어 상황에 충실함과 

적극성의 의식을 표현하였다 윤심덕은 대중스타로. 

서 유행에 민감한 경향과 적극적인 패션 수용을 보

였으며 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의상 스타일T.P.O

링을 연출하였다 김활란은 전통과 개혁의 상징인 . 

개량한복의 통치마를 전반적으로 착용하였고 정숙하

고 단정한 이미지의 양장착용을 보였다 박경원은 . 

직업에 충실함과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매니시한 

양복과 비행사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직업 이외의 , 

상황에서는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의상으로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였다. 

영화 주인공 패션에서 청연 의 박경원은 직업에  < >

있어 남성과 동등한 역할 수행과 직업의 충실함을 

위해 매니시한 의상과 비행사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직업 이외의 상황에서는 가르손느 스타일과 롱 앤 

슬림 룩으로 첨단 유행을 수용하며 노출이 있는 섹

시한 의상 등으로 여성성을 강조했다 모던 보이. < >

의 조난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의 특성과 직

업의 충실함을 패션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당시 유, 

행에 민감하고 충실한 특성을 가르손느 스타일 롱 , 

앤 슬림 룩 매니시 룩 등 다양한 패션으로 표현하, 

였다 라듸오 데이즈 의 마리는 대중스타로서 유행. < >

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며 화려한 패션을 착용하였고 

의상의 색상과 디테일로 로맨틱한 패션을 연출하였다.

전문가 평가에 의한 실존 인물의 패션 이미지는   

모던 엘레강스 클래식 매니시 로맨틱 이미지 순, , , , 

으로 분류되었고 영화 주인공 패션 이미지는 모던, 

엘레강스 매니시 로맨틱 이미지 순으로 분류되었, , 

다 실존 인물의 모던 걸 패션 이미지와 영화 주인. 

공 패션 이미지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패션 이미지를 

확인해본 결과 모던 엘레강스 클래식 매니시 로, , , , 

맨틱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즉 이상의 실존 인물의 패션 분석 및 영화에 표현  

된 모던 걸 패션 분석과 전문가의 이미지 분류까지 

통합하여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 특성을 규정할 

수 있었다 미적 특성은 관능적 고전미 현대적 우. , 

아미 페미니즘적 양성미 낭만적 단순미로 도출과, , 

정은 과 같다Figure 3 .

관능적 고전미는 우리의 전통 복식 중 모던 걸이   

주로 착용했던 흰색 저고리 검정 통치마와 상하 동, 

색의 개량한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치마로 . 

발등까지 가렸던 이전의 관습과 비교해 발을 드러내

었던 짧은 통치마에서 노출의 관능적인 특성이 나타

났다.

현대적 우아미는 모던 걸들의 양장착용 중 롱 앤   

슬림 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통복식에서 서양. 

복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적 시기에 모던 걸들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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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esthetic Characteristics derived Process of Korea Modern Girl Fashion 

착용은 신식의 현대화를 추구한 것이며 유행에 민, 

감한 경향으로 인해 나타난 서구패션의 적극적인 수

용이고 성숙하고 여성스런 패션의 추구였다. 

페미니즘적 양성미는 모던 걸들의 서구 남성 패션 

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 

에 따른 하    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에 관계없이 자

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여성들의 주체성을 , 

찾기 위한 현대적 의식의 표현이었다.  

낭만적 단순미는 모던 걸의 적극적 양장 착용 중   

단순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가르손느 룩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파스텔 톤 색채와 꽃무늬 리본 프, , , 

릴 등의 디테일에서 낭만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 

는 서구에서 보이시한 경향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여성스럽고 로맨틱하게 나타난 것이었다. 

한국 모던 걸 이미지 스타일링 . Ⅴ

스타일링 기획   1.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 특성 관능적 고전미  ‘ ’, 

현대적 우아미 페미니즘적 양성미 낭만적 단순‘ ’, ‘ ’, ‘

미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링을 기획하였다’ . 

시즌은 계절에 상관없이 시즌리스로 하고, 2015/16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스타일링을 기S/S, F/W 

획하고자 한다 어케이젼은 웨딩 파티 공식석상 등. , , 

의 특별한 상황에 한정되어진 스타일링이 아닌 아이

템의 착용에 따라 착용자가 변화를 주어 일상의 생

활 속에 응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링하고자 한다 타. 

겟은 대 여성이며 패션 감각이 뛰어나 자신20 - 30

만의 연출로 스타일링을 하는 개성이 강하며 과감

함 고급스러움 활동성 등 다양한 스타일을 수용할 , ,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소비자들이다 테이스트 레벨. 

은 아방가르드에는 미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트렌

드를 수용하는 수준이다 의상과 액세서리는 백화점. , 

브랜드 인터넷 쇼핑몰 빈티지샵 로드샵 등SPA , , ,  

에서 구입하거나 본 연구자가 소유한 아이템들과 함

께 매치하여 스타일링하고자 한다.

트렌드 중 시즌은   2015/16 2015/16 S/S 너무 엄

격하지 않은 단순함 새롭고 차분하면서도 탐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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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의 트렌드와 시즌 유행 컬러인 red, 

색상과 시즌의 주요 색상green, blue, pink&purple 

인 컬러를 반영하였다bluish green (Samsung 

designnet, 2015). 또한  시즌의 2015/16 F/W 오래

되어 시간의 깊이와 원숙함이 묻어있는 디자인과 소

재 클래식의 화려하고 정열적인 감성과 차갑고 이, 

성적인 디지털의 감성이 결합한 컬러 산업기술시대, 

의 무거움 단순함 투박함을 표현하는 컬러 등을 , , 

반영하였다(Interfashionplanning, 2015).

메인 컨셉은 으로 복고풍 의    Retro Modern ‘ ࡐ’ ࡑ
와 현대 의 의 합성이다 년대Retro ‘ ’ Modern . 1920-30

의 패션은 오늘날 년에 바라봤을 때 복고풍의 2014

이며 이러한 년대 한국 모던 걸의 ‘Retro’ 1920-30

패션을 현대적으로 스타일링함으로써 의 ‘Modern’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년대 첨단 유행이1920-30

었던 한국 모던 걸의 패션을 년대인 오늘날의 2010

유행인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은 1920-30

년대의 현대 와 년대 현대 의 연결로 볼 수 있‘ ’ 2010 ‘ ’

다 따라서 년대 우리나라 유행을 선도하며 . 1920-30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한국 모던 걸의 패션을 재해석

함으로써 년대와 년대를 연결하고자 1920-30 2010

한다.

관능적 고전미의 스타일링 컨셉은   Progressive 

현대적 우아미의 스타일링 컨셉은 Tradition, Luxe 

페미니즘적 양성미의 스타일링 컨셉은 Beauty, 

낭만적 단순미의 스타일링 컨Dressy Avant-garde, 

셉은 로 하였다Minimal Couture (Figure 4).

Figure 4. Concept Development of Korea Modern Girl Image Styling

스타일링 전개  2. 

은 관능적 고전미의 미적   ‘Progressive Tradition’

특성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한국 모던 걸의 개량. 

한복인 통치마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

일로서 전통복식인 한복의 한국적 고전미와 발목과 

종아리를 드러내는 통치마와 슬리브리스 등의 섹시

함을 조합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의복의 아이템은 . 

짧은 길이의 재킷과 레이스 소재의 슬리브리스 탑, 

그리고 미디길이의 격자무늬 시스루 스커트를 매치

하였다 재킷과 탑은 한복의 저고리를 스커트는 통. , 

치마를 재해석한 아이템들이다 슬리브리스 탑은 가. 

슴라인이 라인으로 깊게 파였으며 배 부분이 살짝 U

비치는 형태로 이로써 섹시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미디 길이의 스커트는 얇고 비치는 오간자 소재로 

통치마 형태이다 스커트의 안감이 허벅지 길이까지 . 

위치하여 다리가 드러나는 관능미를 표현하고자 하

였다 여기에 허리길이의 단정한 테일러드 재킷을 . 

레이어드 하여 정숙함과 고전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액세서리로는 레드 컬러의 미니 핸드백 단 버클   , 3

장식의 메리제인 슈즈 화이트 컬러의 발목 길이 양, 

말 비즈장식 목걸이 진주와 브레이드 장식의 팔찌, , , 

레드 컬러의 에나멜 가죽시계를 매치하였다 발목길. 

이의 양말은 버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것이며, 

메리제인 슈즈는 단 버클 디자인 장식이 가미된 슈3

즈로 사용하였다 진주 장식 팔찌는 년대 . 1920-30

당시 진주 액세서리가 유행 하였으므로 모든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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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진주 액세서리 포인트를 하나 이상씩 매치하였

다 색상은 흰색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의 느낌을 위. 

해 블랙 앤 화이트 배색으로 스타일링 하였고 관능, 

적 섹시미를 표현하기 위해 핸드백과 시계의 액세서

리 아이템에 레드 컬러 포인트를 주었다.

헤어는 년대 한국 모던 걸들의 인기 헤어스1920

타일인 단발로 하였으며 특히 귀 밑 길이의 보브 컷 

단발로 앞머리는 눈썹 위 길이의 뱅 스타일로 하였

다 메이크업은 짙은 아이라인과 붉은 입술이 포인. 

트이다 피부 표현은 밝은 톤으로 매트하게 표현하. 

였으며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하여 생기를 주

었다 아이브로우는 브라운 컬러의 펜슬과 눈썹 마. 

스카라로 자연스러운 눈썹 메이크업을 하였고 아이, 

라이너는 블랙 컬러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

여 짙은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하였다 립 메이. 

크업은 레드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섹시한 입술 

표현을 하였다 촬영배경은 따뜻한 느낌의 원목 바. 

닥과 흰색 벽을 배경으로 하여 클래식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Table 3).

는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을 표  ‘Luxe Beauty’

현하는 스타일로 년대 유행한 롱 앤 슬림 스타1930

일을 트렌디하게 연출하였다 의복의 아이템은 실크 . 

소재의 롱 드레스 롱 트렌치코트를 매치하여 우아, 

한 스타일링을 하였다 실크 소재의 롱 드레스는 발. 

목 길이이며 소매는 부 길이로 되어 있다 소매는 7 . 

안감 없이 비치는 형태이며 허리부분은 고무 밴드로 

조여지게 되어 있다 롱 트렌치 코트는 실크 드레스 . 

보다 살짝 짧은 길이로 허리에 코트와 같은 소재의 

벨트로 여며지게 된다. 

액세서리는 베이지 컬러의 모직 카플린 토 오픈   , 

메리제인 힐 진주 장식 클러치 백 진주 목걸이 진, , , 

주체인 장식 시계 등을 매치하여 고급스러움과 우아

함을 추구하였다 카플린은 년대 유행했던 모자. 1930

로 롱 앤 슬림 스타일과 함께 레이어드하여 여성스

러움을 가미시켰으며 메리제인 슈즈는 토 오픈 스, 

타일의 구두로 스타일링 하였고 다양한 진주 액세서

리로 엘레강스함을 극대화시켰다 색상은 . 2015/16 

시즌의 주된 색상인 컬러의 드레S/S bluish green 

스와 다크한 그린 컬러의 코트를 매치하여 전체적으

로 그린 계열의 의상들로 스타일링 하였고 여기에 , 

따뜻한 베이지 컬러의 카플린으로 조화를 주었다. 

슈즈는 안정감과 무게감을 위해 블랙 컬러의 구두를 

매치하였다. 

헤어는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굵은 웨이브를 넣  

어 자연스럽게 늘어트려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가늘. 

고 긴 눈썹과 카키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

이다 피부 표현은 창백하고 매트하게 표현하였으며 . 

아이 메이크업으로 블랙 컬러의 펜슬을 사용해 얇고 

가는 초승달 형태의 눈썹을 표현했다 아이라인은 . 

눈매를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블랙 아이라이

너로 얇게 표현하였다 또한 카키 컬러의 아이섀도. 

우를 이용하여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립 메이크업은 누드 톤으로 표현하여 스모키 아이메

이크업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촬영배경은 여성스. 

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위해 부드러운 그레이 컬러의 

배경에서 촬영하였다(Table 4). 

는 페미니즘적 양성미의 미  ‘Dressy Avant-garde’

적 특성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한국 모던 걸들이 . 

착용했던 매니시한 스타일의 양복을 유행 트렌드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스타일은 남성적이지만 여성적. 

인 디테일을 강조하여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

지가 혼합된 양성화된 매니시 스타일을 스타일링 하

였다 의복의 아이템은 코르사주 장식의 슬리브리스 . 

블라우스와 재킷 와이드 팬츠를 레이어드 하였다, . 

블라우스는 얇은 쉬폰 소재에 러플과 코사지가 장식

된 여성적인 형태이며 팬츠는 아코디언 플리츠의 와

이드 팬츠로 단순한 양복바지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

된 여성스러운 팬츠를 매치하였다 재킷은 심플한 . 

디자인으로 블라우스 바지와 대비하여 과하지 않도, 

록 스타일링 하였다.

액세서리는 페도라 서스펜더 빅 클러치백 옥스  , , , 

퍼드 슈즈 진주 포인트 반지 남성용 시계를 매치, , 

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의상에 비해 액세서리는 서. 

스펜더와 옥스퍼드 슈즈 페도라 시계 등 남성적인 , , 

요소가 많이 가미된 아이템들을 매치하여 매니시함

을 표현하였다 색상으로 상의는 화이트 컬러 하의. , 

와 포인트 아이템인 서스펜더는 네이비 컬러로 코디

네이션 하였다. 

헤어는 다운 포니테일 스타일로 옆 가르마를 타서   

에서 한 가닥으로 묶어주Back Nape Medium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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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메이크업은 굵고 짙은 눈썹이 포인트로 피부 . 

표현은 창백하고 매트하게 표현하였고 얼굴 윤곽을 

살리기 위해 베이지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하여 쉐딩

을 넣어주었다 아이 메이크업은 블랙 컬러의 아이. 

브로우 펜슬과 아이브로우 케익을 사용하여 굵고 짙

은 눈썹을 표현하였다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의 . 

펜슬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아이라인을 표현했고 립 , 

메이크업은 컨실러로 입술 색감을 다운시킨 후 누드 

톤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누디하게 표현하였다 전체. 

적으로 짙은 눈썹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와 립 아이 , 

메이크업은 강조되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촬영 . 

배경은 화이트 컬러의 배경에 조명을 다운 시켜 약

간 어두운 느낌이 들도록 하여 촬영하였다(Table 5). 

는 낭만적 단순미의 미적 특성  ‘Minimal Couture’

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년대 유행하였던 가르손1920

느 룩을 최근의 경향에 맞도록 연출하였다 의복의 . 

아이템은 나염 원피스 레이스 슬립을 매치하여 스, 

타일링 하였다 원피스는 몸의 곡선이 드러나지 않. 

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이다. 

또한 스트라이프와 기하학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고 

소매 길이는 부이며 전체길이는 무릎 위 길이이다7 . 

액세서리는 모직 클로슈 아르데코 스타일의 클러  , 

치 백 펌프스 구두 스타킹 비즈 팔찌와 진주 팔, , , 

찌 진주 목걸이 메탈 시계를 매치하였다 가르손느 , , . 

룩에 반드시 포함되는 클로슈를 매치하였으며 모던 

걸들이 애용하였던 스타킹을 매치하였다 또한 여러 . 

줄의 진주 목걸이와 팔찌를 레이어드하여 여성스럽

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색상은 로맨틱. 

한 느낌을 주기 위해 전체적으로 핑크 브라운 블, , 

랙 컬러를 조화시켜 스타일링 하였고 여기에 아이보

리 컬러의 스타킹으로 여성스럽고 낭만적인 이미지

를 더하였다.

헤어는 핑거 웨이브 업스타일로 옆 가르마를 타서   

페이스 라인을 따라 굵은 웨이브를 넣은 다운 업스

타일 하였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로맨틱한 핑크 . 

톤의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얇고 가는 초승달 형태의 

눈썹을 포인트로 하였다 피부 표현은 밝은 톤으로 . 

퓨어하게 표현했으며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하

여 사랑스러운 피부 메이크업을 하였다 아이 메이. 

크업은 브라운 컬러의 펜슬을 사용하여 얇고 가는 

초승달 형태의 눈썹을 표현하였고 아이섀도우는 파

운데이션을 이용해 색조가 없는 퓨어한 느낌을 살려 

표현했다 립 메이크업은 핑크 컬러의 립스틱과 립. 

글로스를 사용해 핑크 톤의 글로시한 입술을 표현하

였다 촬영배경은 부드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위하여 . 

밝은 컬러의 나무 바닥과 베이지 톤의 벽에서 촬영

하였다(Table 6).

스타일링 연출  3. 

각 컨셉에 따라 기획된 의상 액세서리 헤어 메  , , , 

이크업을 모델에 연출시켜 사진으로 도출하였다

(Table 7). 

스타일링 은 흰색 저고리  1 Progressive Tradition

와 검정 통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흰색 슬리

브리스 탑과 검정 시스루 스커트로 코디네이션 하였

다 또한 검정 재킷을 레이어링하여 상하동색의 개. 

량한복을 재해석한 스타일링을 하였다. 

스타일링 는 롱 앤 슬림 룩을 현대  2 Luxe Beauty

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로 실크 드레스만을 착용하

면 파티 공식석상 등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스타일, 

링이 가능하도록 연출하였고 여기에 롱 트렌치코트

를 레이어링하여 평상시에도 착용 가능하도록 스타

일링하였다.

스타일링 는 아코디언 플  3 Dressy Avant-garde

리츠 와이드 팬츠를 활용하여 바지와 스커트의 연출

을 동시에 하도록 하여 양성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스타일링하였다 이는 와이드 팬츠의 특성을 . 

살려 평범한 포즈에서는 치마의 느낌을 주도록 하였

고 다리를 벌린 포즈에서는 바지의 효과를 주었다, . 

하나의 아이템으로 두 가지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

도록 코디네이션 하였으며 아이템을 착용하고 취하

는 포즈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하는 스타일

링을 하였다.

스타일링 는 가르손느 룩을 현  4 Minimal Couture

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링으로 레이스 슬립의 레

이어링으로 무릎 아래 길이의 가르손느 룩을 현대적

으로 재현하였으며 슬립을 제외한 원피스의 스타일

링만으로 미니멀한 현대적인 느낌을 주도록 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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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yling Elements of Progressive Tradition

Image map

Item

      

Color
1 2 3 4 5

1: PANTONE 19-4006 TPX
2: PANTONE 11-0602 TPX

3: PANTONE 19-1555 TPX
4: PANTONE 11-0601 TPX
5: PANTONE 17-4408 TPX

Fabric                        

Polyester flat crepe Polyester lace Rayon organza

Hair and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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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yling Elements of Luxe Beauty

Image map

Item

   

 

  

Color
1 2 3 4 5

1: PANTONE 19-4906 TPX
2: PANTONE 12-4610 TPX

3: PANTONE 16-1327 TPX
4: PANTONE 11-0103 TPX
5: PANTONE 17-1045 TPX

Fabric                       

        Polyester amunjen Silk, Polyester chiffon

Hair and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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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yling Elements of Dressy Avant-garde

Image map

Item

 

  

 

  

 

 

Color
1 2 3 4

1: PANTONE 11-0601 TPX

2: PANTONE 19-4024 TPX

3: PANTONE 19-4006 TPX

4: PANTONE 17-1312 TPX

Fabric                           

 Polyester flat crepe  Polyester chiffon Polyester georgette crepe

Hair and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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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yling Elements of Minimal Couture

Image map

Item

 

  
 

Color 1 2 3 4 5 6

1: PANTON 15-1614 TPX
2: PANTON 19-1235 TPX
3: PANTON 13-4403 TPX

4: PANTON 19-4006 TPX
5: PANTON 12-5201 TPX
6: PANTON 19-1101 TPX

Fabric                        

  Cotton satin Cotton jersey, Polyester lace

Hair and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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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yling Direction

Styling Ⅰ 

Progressive Traditional 

Styling Ⅱ 

Luxe Beauty 

Styling Ⅲ 

Dressy Avant-garde 

Styling Ⅳ 

Minimal Couture 

결론. Ⅵ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화의 중심에서 유행을 선  

도하며 여성의 힘을 발현하였던 모던 걸의 패션 스

타일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 모던 , 

걸들의 패션 이미지 분류와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 

한국 모던 걸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실제 스타

일링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모던 걸은 서양문화의 수용과 여성 교육 중요성의   

부각 여성 의식의 개혁 여성들의 직업과 사회진출, , 

이 옹호된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모던 걸은 새로운 여성 아이콘으로 서구적 

외양과 도시취미를 추구하였으며 가부장제적 규범, 

에 도전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등 의식개혁과 

복식개혁을 주창하였다.

한국 모던 걸의 이미지는 도회적인 양장과 롱 앤   

슬림 룩의 영향으로 모던 이미지와 엘레강스 이미지

가 대세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통치마에 의한 클래. 

식 이미지가 분석되었고 모던 걸들의 서구 남성 패, 

션 착용에 의해 매니시 이미지가 나타났다 또한 레. 

이스 꽃무늬 가르손느 룩으로 인해 로맨틱 이미지, 

가 분석되었다 사진 분석 결과와 전문가에 의한 이. 

미지 분류를 토대로 한국 모던 걸의 미적 특성을 도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5

126

출하였다 미적특성은 관능적 고전미 현대적 우아. , 

미 페미니즘적 양성미 낭만적 단순미로 해석할 수 , , 

있었다.

이와 같은 미적 특성을 기본으로 한국 모던 걸 패  

션 스타일링을 기획연출하였다. 2015/16 S/S, F/W ․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즌리스 토털 패션 스타

일링을 하였다 테마는 이며 총 가. ‘Retro Modern’ 4

지의 스타일링을 시도하였다.

은 관능적 고전미의 미적   ‘Progressive Tradition’

특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슬리브리스 탑과 시스루 

스커트 재킷을 코디네이션하여 흰색 저고리와 검정 , 

통치마 상하동색의 개량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였다 이는 한복의 고전미와 노출의 섹시함을 조. 

합한 스타일링으로 헤어는 보브 컷 단발로 연출하였

고 메이크업은 짙은 아이라인과 붉은 입술을 포인, 

트로 하였다.

는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을 표  ‘Luxe Beauty’

현하는 스타일로 실크 롱 드레스와 롱 트렌치 코트

를 매치하여 년대 유행한 롱 앤 슬림 스타일을 1930

트렌디하게 연출하였다 이는 아이템의 착용에 따라 . 

평상시 뿐만 아니라 파티 등의 특별한 상황에 착용 

가능하도록 스타일링 한 것으로 헤어는 롱 웨이브 

스타일로 연출하였고 메이크업은 가늘고 긴 눈썹과 , 

카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였다. 

는 페미니즘적 양성미의 미  ‘Dressy Avant-garde’

적 특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코사지 장식의 슬리브

리스 블라우스 재킷 와이드 팬츠를 레이어드하여 , , 

매니시한 스타일의 양복을 유행 트렌드에 맞추어 제

시하였다 이는 스타일은 남성적이지만 여성적인 디. 

테일을 가미시켜 양성화된 스타일링을 한 것으로 헤

어는 다운 포니테일 스타일로 연출하였고 메이크업, 

은 굵고 짙은 눈썹을 포인트로 하였다.  

는 낭만적 단순미의 미적 특성  ‘Minimal Couture’

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나염 원피스 레이스 슬립을 , 

매치하여 년대 유행하였던 가르손느 룩을 최근1920

의 경향에 맞도록 연출하였다 이는 무릎 아래 길이. 

와 미니 길이의 가르손느 룩으로 스타일링 한 것으

로 헤어는 핑거 웨이브 업스타일로 연출하였고 메, 

이크업은 로맨틱한 핑크 톤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사적 여구에만 머물렀던 우  

리나라 신여성 패션의 연구를 보다 확대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세기에 맞도록 재해석된 패션 스, 21

타일로 응용함으로써 의류학의 학문적 범위의 확장

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모던 . 

걸 패션의 미적특성을 규정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스타일링 함으로써 과거의 모던 걸 패션이 현 

시대의 패션 유행으로 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Ahn, S., & Yang, S. (2001). A Study of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Clothing 

Culture: Through the Magazines from 1920's 

to 193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1), 50-60.   

Hong, S. (2011). Makeup Culture of the New 

Women: Focused on 1920s~1930s. Korea 

Skin Care Cosmetic Journal, 6(3), 183-191.

Im, Y., & Park, Y. (2000). A Study on the 

Attribute of Seung-Hee Choi's Dancing 

Costumes and Its Interrelationship with Modern 

Costum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8(5), 638-647. 

Interfashionplanning. (2015). 2015/16 F/W Trend. 

Retrieved September 6, 2015,  from 

www.ifp.co.kr

Kim, Eunjung(a). (2013). The changes of Korean 

Woman's fashion and consumption culture in 

Korea in the 1920s to 193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im, Eunjung(b). (2004), A study on Women 

fashion as a Symbol of Modernity: Focusing 

on Modern Women For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1945 in Korea. Journal of Asia 

woman, 43(2), 331-377.

Kim, H. (2004). Study on the Attire of New 

Women Described Beol Geon Gon . 「 」 The 



양정희 박혜원 / ․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특성과 스타일링 연구

127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2). 211-223.

Kim, J. (2005). Modern Girl, throw away Fox 

muffler. Paju: Sarlim.

Kim, S. (2011). A Study on Fashion and 

Aesthetics Characteristics Modern-girl, 

Seung-Hee Choi. Journal of Korea Society 

Esthetics & Cosmeceutics, 6(3), 257-268.

Ko, B. (2001), Our Life 100years, clothes. Seoul: 

Hyeonamsa.

Korea Literary Critics Association. (2006), 

Dictionary of Literary Criticism. Seoul : Studies 

Advancement Archive.

Kum, G., Kim, M., Kim, Youngin., Kim, 

Yoonhee., Park, Mounghee., Park, Minyeo., 

...Chioei, H. (2012), Fashion 1900-2010. Paju: 

Gyomunsa.

Lee, B., Lee, H., Jung, H., Kang, J., Kang, O., 

Kang, S., ...Kang, J. (1999).  How  lived 

korean women?2. Seoul: Cheongnyeonsa.

Lee, J., Park, S. (2011), Fashion say Culture. 

Seoul: Yegkyong.

Lee, Miyoung., & Kim, K. (2007). The Study on 

the Modern Women's Hair Style during 1930's. 

Journal of the Korean Beauty Art Society, 

1(3), 187-193. 

Lee, Myoungsun. (2002). A Study on the 

Emergency of 'New woman' during Modern 

Times in Korea -With a Focus on Gender and 

Sexu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S., & Jung, Y. (2013). The study of the 

cosmetics culture of the Modern Girl Korea 

1930s. Oriental Art, 21, 105-143.

Maeng, M. (2003). A Study on Women's 

Cosmetic Culture in 1930s through Women's 

Magazines. Korea Women's Studies, 19(3), 

5-30. 

Park, A. (2012). Fashion Style of Choi 

Seung-Hee, Korean Modern Gir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Samsungdesignnet. (2015). 2015/16 S/S Trend. 

Retrieved August 25, 2015, from 

www.samsungdesign.net

Seo, J. (2013). Modern Girl of Gyeongseong. 

Seoul: Yeoiyeon.

Yang, J., & Park, H. (2015). A Study on the 

Korean Modern Girl Fashion Style: Focused on 

Actual People and Film Heroin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9(2), 118-135. 

Yoo, J. (2007). Comparative Study on New 

Women Costume of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Yoo, S. (1988). A Study on the Changes in 

Woman's Clothes in Korea -Focusing on the 

Modern Women"s Dress and Ornaments in the 

1920s and the 1930s-. Collection of 

Education Treatises, 8(1), 171-206.

Received (August 26, 2015)

Revised (October 14, 2015)

Accepted(October 21,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