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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ashion taste changes for middle-aged men (40-50s) from the 1960s-1980s through

newspapers evaluated as socially influential media. As a result, the fashion interest of middle-aged men in

the 1960s was very low, and the formation and selection of fashion taste was mainly decided by the wife.

However, as the interest in fashion and fashion gradually increased in the 1970s, the interest and taste of

fashion in middle-aged men started to change. In the 1980s, social equality and women's advancement into

society began, and initiated the appearance of a youthful-looking casual style and establishing an individual

subjectivity about fashion taste. Based on this, the specificity of the change of fashion taste among Korean

middle-aged men in the 1960s-1980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in the aesthetic sense of middle-

aged men and the increase of fashion interest were due to changes in socio-cultural appearance standards.

Second,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pursuit of individuality due to the weakening of fashion consciousness

as a collective norm. Third, there were change in subjectivity about fashion taste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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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미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각 개

인의 개성과 취향, 더 나아가 한 공동체 집단의 정체성

표현 방법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평

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진입, 중년층의 가치관 변

화(Lee, 2015)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흐름은 중년층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특성을 가져왔다. 과거 한국 사회에

서 중년 남성은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중

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 시대의 구성원 대부분은 그들

의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주목했을 뿐, 미적 측면에 관한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평균수명

의 연장, 고령화 사회진입, 중년층의 가치관 변화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21세기 중년층은 과거

의 중년층과는 다르게 능동적이고 젊은 마인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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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Lee & Ha, 2015), 이러한 변

화는 그들의 패션 취향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향이란 객관적인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특

정한 스타일에 대한 미학적 판단이기 보다는 공동체적

적합성, 도덕적 성향에 대한 집합적 경향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된다(Woodward &

Emmison, as cited in Shin, 2012). 따라서 중년 남성의

개인적인 기호로서 취향은 과거 중년 세대가 경험해 왔

던 공통된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Kim & Kim, 2014). 그러므로 현대 중년 남성의

패션 변화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과거 중년

남성들의 패션 취향에 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

며 이것은 그 세대의 특징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며, 중년 남성과 의복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로

중년의 신체 변화에 따른 패턴 개발 연구(Shin & Suh,

2014; Yang, 2011)가 주를 이루었다. 패션 취향과 스타일

에 관한 연구로는 중년 남성 패션 잡지를 통해 한국 중

년 남성의 젊음 추구와 유행 스타일 변화를 살펴본 Lee

and Ha(2015)의 연구와 한국 40~50대 중년 남성을 대상

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 중년 남성의 자기이미

지와 패션 스타일 유형에 따른 취향을 분석한 Kim and

Kim(2014)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현대 사회의

변화된 중년 남성에 관한 패션과 스타일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과거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분석에 근

거한 변화를 밝히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40~50대 중년 남성을

재조명하여, 사회 및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중

년의 삶에 대한 의미, 중년 남성의 일에 대한 관념의 변

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찰

하고자 하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동안 나타난 그들

의 패션 취향의 변화와 그 특수성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평가되는 신문 매체를 통해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향과 패션 취향

취향(趣向)의 사전적 의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며, 무엇이 매력적이고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

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ong & Kim, 2005).

취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 후반이며,

주로 미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사

회문화 전반적인 현상에 걸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

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취향

이란 ‘주관성’과 ‘보편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들

의 공존이라고 보았다(Shin, 2012).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취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차원의 취향은 감각과도 같은 본

능적인 것이며 사회적 차원의 취향은 사회 속에 형성된

미적 관념이라고 하였다(Kim & Kim, 2014). 즉 취향이라

는 것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적인 선호라고 할 수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개인적인 취향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계층 및 계급 내에서 형성된 ‘아비투

스(habitus)’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은 개인 상호 간의 연

결 매개체인 동시에 구분의 기제로서 사용된다고 주장

하였다(Park & Jo, 2010). 아비투스는 사회적 경쟁을 위

해 필요한 사회적 관계와 에너지를 자본(capital)으로 규

정하고 이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학력자본, 사회자본으

로 분류하여 이러한 구조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Shin, 2012). 문화자본은 육화된(embodied) 상

태, 객체화된(objectified) 상태, 제도화된(institutionalized)

상태라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이러한 자본들의 양

과 구조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Shin,

2012). 즉, 이러한 조건들은 개인에게 체화된(embodied)

상태인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말투, 제스처, 식

사예절,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은 ‘아비투스’의

체계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적이며 일상적 행위

인 옷을 입는 것도 변별화된 사회구조가 육화되어 있는

동시에 차이를 변별하는 기호로서 수행한다고 주장하였

다(Shin, 2012).

국내에서 선행된 취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ong

and Kim(2005)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이

나 행위에 대한 선호와 표현이며 문화적 산물의 미적인

품질과 사회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향성(orientation)이라고 주장하였다. Park and

Chae(2009)은 개인이나 집단은 각각이 속해 있는 사회적

위치에 대응하는 취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향은 가

정이나 학교의 문화적 환경 안에서 무의식적 ·의식적 학

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사람들은 같은 문화 환경에 속

함으로써 유사한 선택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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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이러한 유사한 선택이 집합적인 행동으로 표출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Park & Chae, 2009).

패션은 일상의 문화를 읽어내는 수단이며,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의 흐름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도구이다.

또한 개인의 외관에 의한 이미지 전달 효과가 큰 문화적

기호로써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 역할을 하며, 시각적

으로 개인의 취향을 가장 섬세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Song & Kim, 2005). 따라서 취향은 스타일

이나 룩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스타일이나 룩은

디자인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며, 이 이미

지들은 본질적으로 디자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

문에 옷이나 장신구 같은 패션 스타일에서 자신의 취향

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Song & Kim, 2005).

앨리슨 클라크(Alison Clarke)와 다니엘 밀러(Daniel

Miller)는 패션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

들을 검토하여 개인의 패션 취향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집단적 규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Clarke & Mi-

ller, as cited in Shin, 2012). 개인이 어떤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안다는 것은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안다는

것 외에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와 타

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Clarke & Miller, as cited in Shin,

2012).

이상의 고찰결과, 취향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으로

형성되는 개인적인 추구 형식이 아니며, 내적 ·외적 다

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호 성

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취향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개인의 패션 스타일이며, 따라서 개인의

패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2. 한국 중년 남성과 패션 취향 형성

중년기(middle age)는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

로 일반적으로 약 40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한다(Kim &

Kim, 2014). 이러한 중년의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

적인 중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년기에 관한 개

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은 40세 전후로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일

어나는 전환기로 보고, 이때부터 잠재되었던 자아가 출

현하며 개별화 과정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Lee & Ha, 2015).

Kim(2015)는『라이프 트렌드 2016』에서 과거 한국 중

년 기성세대들은 취향이나 기호, 안목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당장 끼니

를 걱정하던 시대에는 취향이란 것은 사치였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을 요구하

는 사회문화로 변화되면서, 최근 현대 사회에서 중년층

취향이 중요해진 이유를 우리 사회가 좀 더 개별적인

욕망에 따른 선택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Kim, 2015).

이러한 취향 형성의 변화는 중년 남성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남성에게 의복은 사

회적 지위와 성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으며, 의복 선택 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 상징성

을 중요시하고 이는 곧 사회적 수용이나 소속감 등을 충

족시키는 동조성의 형태로 나타난다(Kim & Kim, 2014).

특히, 중년 집단은 동조성, 신분 상징성을 중요시하며 보

수적이고 평범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Kim and

Kim(2014)은 이러한 중년 남성의 패션 특징을 기존의 보

수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여 사회적 수용이

나 소속감 등을 충족시키는 동조성과 사회적 지위를 나

타내는 신분 상징성,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의식 확대로

젊고 개성적인 스타일로 표현되며, 실용성과 합리성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년기는 남성에게 있어 패션 착용, 소비 형태

등 패션 취향에 관련한 특성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션 취향의 변화 요소가 어느 한 순간

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 시대에 걸쳐 습득되는 것이기 때

문에 사회문화적 시대상과 함께 살펴보는 거시적 관점

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 세대 층의 취향의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패션 취향인 만큼 그에 따른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3. 연구문제

한국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동안 나타난 중년 남

성의 패션 취향의 변화와 그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

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형성에 있어서 사

회문화적 영향 요인을 밝힌다.

둘째, 1960~1980년대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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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60~1980년대 한국 중년 남성 패션 취향 변화

의 특수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과거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사회문화적으로 경험해 온 패션에 관

한 생각과 관념, 취향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

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중년 남성들의

자기표현 수단인 패션 취향에 관한 변화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더 나아

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산업과 새로운 중

년층 패션 시장 성장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4.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중년 남성, 한국 사회의 변화,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과 관련된 서적, 선행논문,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196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 시대상을 대표하는 미디어인 신문 매

체를 선정하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

ver.com)을 통한『동아일보』와『경향신문』신문 기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기의 선정 기준은 세계적으로 중년에 관

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가 1960년대로 나타났으며(Coh-

en, 2012/2016),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격적으

로 중년 남성의 의복이나 패션에 관련한 연구(Koh &

Lee, 1994; Nam & Koh, 1995; Park & Lee, 2002)가 1990

~200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 시

기의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패션 취향은 인과적 원

인 없이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현대 중

년 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시대의 변화 요

소를 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자료 대상인『동아일보』와『경향신문』은 1900년

대 초부터 발행이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사

회문화적 시대상을 대표하는 미디어로 평가된다. 또한

1960~1980년대에는 중년 남성을 위한 별도의 패션 잡지

또는 인쇄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패션

취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신문이라는 인쇄 매

체가 본 연구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자료수집 매체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1920년

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 4대 신문사『경향신문』,

『동아일보』,『매일경제』,『한겨레』의 기사 원본을 온라

인 상으로 접할 수 있어 본 연구대상의 자료검색에 유용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패

션 취향의 형성 요소들 중에서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년 남성, 라이프스타일, 패션, 의복, 의

생활, 복식 등과 같은 대표 키워드 36개를 1차적으로 수

집하였다. 그 다음 박사학위 이상의 패션 전문가 5인에

게 패션 취향에 관련된 개념과 내용을 설명한 후, 1차 키

워드 중에서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구성하거나 나타

낼 수 있는 키워드를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최종

적으로 선택의 빈도수가 높은 총 29개의 키워드 단어가

도출되었으며<Table 1>, 이것으로『동아일보』와『경향

신문』뉴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여 각 시기별로 중

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패션 관련 선호

도, 소비 성향, 패션 스타일 등의 신문 기사 자료를 수집

하였다. 1960년대 17개, 1970년대 21개, 1980년대 26개

를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총 64개의 기사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기사들의 텍스트 내용분석을 바

탕으로 시기별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취향 변화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

III. 분석 및 결과

1. 시기별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과 중년 남성 패션

취향 분석

1) 1960년대

1960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점

차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가 시작된 시

기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존에 대한 급박함이 존재하

였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나 삶의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

었다. 따라서 남성에게서 의생활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

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년 남성뿐만 아니

라 남성 패션 또는 패션 취향에 관련된 기사가 매우 적었

다. 주로 여성 패션에 관한 기사의 일부로서 존재하거나

부분적으로 남성 패션에 관련된 기사가 서서히 출현하

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중년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기사에서 회자되는 ‘남성’이라 함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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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적 경제력이 있으며 젠틀한 30~50대의 남성을 의

미하였으며 주로 외향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적인 태도나

경제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

는 중년 남성들을 매력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Fig. 1).

또한 아래의 기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여전

히 패션에 관한 무관심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풍

조 또한 존재하였음이 나타났다. 즉, 남성 또는 중년 남

성들이 백화점 쇼윈도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당

연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어느 외국에서 형무소의 죄수가 여장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한 백화점 앞에서 경관에게 붙잡혔는데 경관의 말이 그 죄수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쇼윈도를 보지 않고 지나가기에 남자라

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Lee, 1967, p. 5)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까지 다양한 여성 패션보다는

상대적으로 슈트와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를 중심으로

하는 예복이나 일반복 또는 스포츠 웨어가 남성 패션의

종류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사회활동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흰색 와이셔츠

에 슈트는 기본적인 옷차림이었으며<Fig. 2>, 이러한 단

조로운 구성의 중년 남성 패션에 넥타이와 양말과 같은

액세서리로써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숍핑, 와이셔츠, 흰색이 잘 팔려...와이셔츠의 멋은 역시 하

얀점에 있다...한 사람의 샐러리맨이 갖고 있는 와이셔츠의 수는

대개 4.5매, 이것으로 이틀 또는 사흘에 한번씩 갈아입는 것이 보

Table 1. The process of deriving representative words that represent middle-aged men's fashion tastes

Primary word collection

Method Review of literature and prior research

middle-age man, 40s man, 50s man, men's tendency, men's manners, men's etiquette, men's social life, method of livelihood, men's

hobby, men's leisure, residence style, men's culture, men's job, men's education, men's clothing life, male fashion, man fashion, male

clothes, man clothes, man tailored, male tailored, man dress, male dress, man attire, male attire, man style, male style, masculine

beauty, ideal man, men's smartness, male taste, middle-aged taste, middle-aged fashion, middle-aged beauty, middle-aged fashion

trend, middle-aged style

⇓

Deriving second word

Method Word reorganization through 5 fashion expert verification

⇓

Third final word

middle-age man, 40s man, 50s man, men's job, men's education, men's income, men's expense, (middle-age) men's social life, (mid-

dle-age) men's life style, (middle-age) men's hobby, (middle-age) men's leisure, (middle-age) men's culture, (middle-age) men's con-

sumption, (middle-age) men's shopping, (middle-age) men's clothes, (middle-age) men's fashion, (middle-age) men's dress, (middle-

age) men's outfit, (middle-age) men's style, (middle-age) men's clothing life, (middle-age) men's beauty, (middle-age) men's smart-

ness, (middle-age) men's taste, (middle-age) men's wearing, (middle-age) men's clotheswearing, (middle-age) men's pursuit of style

Fig. 1. An ideal middle-aged man in the 1960s.

From『魅力있는男性들』[『Attractive men』].

(1960). p. 8. http://newslibrary.naver.com

Fig. 2. Middle-aged men's typical fashion items, white shirt.

From 숍핑와이샤쓰 [Shopping Y-shirt].

(1964). p. 6. http://newslibrary.naver.com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변화 연구-1960~1980년대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 31 –

통이다.” (숍핑와이샤쓰 [Shopping Y-shirt], 1964, p. 6)

“...남성들의 멋은 어디서 찾아볼까? 은근히 풍기는 교양미는

높은 지성으로 나타나면서 외관적인 옷차림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즘 젊은 남성들보다 40대 중년신사들의 멋있는 옷차림

을 가끔 볼 때 남성들도 악세서리를 무시할 수 없음을 알게된다.”

(Suh, 1966, p. 6)

하지만 이러한 중년 남성의 패션에 관한 관심이 요구

되고 취향이 형성되는 시작점일지라도 아직까지는 중년

남성의 패션 선택과 취향에 관한 주된 의견이 남성 본인

이 아닌 여성(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의 옷차림에도 많은 연구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남자의 양복은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없고 화려한 색깔을 쓰지 못하는 관계로 대개 넥타이나 양말, 손

수건 등으로 배색의 기교와 변화를 주게 마련이다. 사업이나 사무

에 열중하는 나머지 옷차림에 무관심한 남편을 위해서 주부들의

바른 센스와 관심이 있어야겠다.” (넥타이 ·양말의색갈 옷차림에

어울리도록 [To match the color of the necktie and socks], 1960,

p. 4)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삶의 재건이

우선적으로 여겨지며 생활, 경제적 여유가 찾아보기 힘

든 시기였다. 따라서 미적 관점에서의 옷차림과 멋에 관

한 남성들의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년

남성들은 외적인 차림새 보다는 경제적인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의 옷차림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중년

남성에 관한 패션 취향에 관한 기사는 주로 패션 착장

아이템, 스타일, 소비 성향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었

으며, 이러한 기사의 분량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남성 패

션의 구분 또한 매우 단조로웠으며, 중년 남성의 패션은

흰색 와이셔츠와 슈트로 대변되며 사회적 동조성을 매

우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문

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중년 남성의 패션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특히 그들의 패션 선택과 취향에 부

인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1970년대

1970년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초기 산

업 사회의 남성의 특성인 생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적 특성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

전 시기보다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점차 의

식주 생활의 질적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

차원의 요소와 개인적 차원의 요소들이 함께 발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보다 남성의 멋 또는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더불어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이 서서히 변화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

서 1970년대 당시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그동안 중년 남

성들의 패션을 대표하는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로 이

루어진 기본 착장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더위 이기는 남성 패션, 넥타이를 풀자, 반소매의 간편한

차림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층부터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사회구조나 직장분위기를 공식적인 딱딱함 대신 느슨하게 늦춰

줘야 한다.” (무더위 이기는 男性패션 넥타이를 풀자 美 의상전문

가「몰로이」씨 주장 [For heat weather men's fashion, Not wear a

tie, Claim of beauty costume specialist「Molly」], 1979, p. 5)

이로 인해 <Fig. 3>과 같이 기존의 하얀 와이셔츠를

가장 선호하던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은 점차적으로 색

감이 있거나 무늬가 있어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와이셔

츠를 선호하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유로움을 느끼

며 타인에게도 젊어 보이며 유행을 추구하려는 취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부터 기존의 중후

하고 근엄한 중년 남성의 이미지에서 점차 젊은 차림, 젊

어 보이는 옷차림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달

Fig. 3. A white shirt of a middle-aged man

gradually disappearing.

From 사라지는 흰 와이셔어츠 [White shirt disappearing].

(1976). p. 5.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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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 취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먼저 시도한 것은 해외의 중년 정치인

들이 그 시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처럼 대

외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

는 중년의 정치인들이 그 변화의 시작이 대중 매체를 통

해 알려지면서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의 중년 남성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발점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구레나룻을 기르는 것이 유행이고 중년층의 신사들이 노란

샤쓰나 빨간샤쓰에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당당히 나타나는 것

이 예사가 될 정도로 스타일이 바뀌었다...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중년 남성들까지 부쩍 대담한 색채와 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시작은 그리 수월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청년 정치가로 촉망을 받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의 머리털이

점점 길어졌다가 갑자기 짧아진 일이 있었다.” (U.S.A. '71 <2> 노

란샤쓰입은 中年들 [U.S.A. '71 <2> Middle-aged in yellow shirt],

1971, p. 6)

“사라지는 흰 와이셔어츠...유행기분내는 무늬에 인기...특히 샐

러리맨들은 무늬있는 와이셔어츠의 절대애호가다.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좋아합

니다. 빨래가 수월한 점도 있지만 더 젊어보이고 또 가윗돈 안들

이고 유행기분을 내보는 유일한 방법이라구요.” (사라지는 흰 와

이셔어츠 [White shirt disappearing], 1976, p. 5)

하지만 점차적으로 중년 남성들의 패션에 관한 높은

관심과 패션 선호에 관한 취향 형성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남성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사

회적 의식이 아직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남성 또는 중

년 남성의 멋 부리는 패션 취향을 여성화되어가는 시작

으로 보고 약해지는 남성에 관한 걱정 어린 시선의 기사

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당대 최고 인기

를 누렸던 중년의 남자 배우인 최불암씨의 기사에서 단

지 젊어 보이려는 것만을 추구하는 남편들을 염려하는

부인들의 걱정 어린 표현이 나타났다(Choi, 1978). 유니

섹스적 여성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가 없이 의젓한 남

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가 이 시대의 중년의 모습이라

고 묘사하고 있다(Choi, 1978).

“...요즘 남자들은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화려한 옷

을 입는다든지 장발이라든지, 남성이 여성화되니까 여성들이 할

수 없이 강해질 수밖에...” (特別座談 激動 한世代 前進과 未決의

章 [Special lecture on urgent movement], 1978, p. 4)

또한 패션을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에서 미적 의식

과 외모를 가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기 시작

하였고, 최초로 남성 패션을 위한 전문지가 창간되는 등

과거 전통적인 남성의 모습과 새롭게 변화되는 남성의

모습이 공존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복식종합전문지 월간 복장계가 창간되었다...특히 남성패숀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에게는 의생활에 관한 요령과 예의를 일깨워

주리라고 한다.” (月刊服裝界 創刊 [Launch of monthly costume

issue], 1973, p. 5)

“현대남성패션가이드 책 출간...옷이란 입을 줄 알고 입는 것과

입을 줄 모르고 입는 것에 따라 미적 감각이 다르다.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적응하도록 시간과 장소, 경우에 따라 남성복장 전반에 걸

쳐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金相伯著「현대남성패션가이드」

[Kim Sang Baek's「Modern men's fashion guide」], 1978, p. 4)

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옷차림 변화와 취향 변

화, 무분별한 유행을 추구하는 행동 등에 따른 심도 깊

은 논의가 신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에 비

하여 그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으나 점차적으로 중년 남

성들도 그들의 옷차림에 관심을 가지고 유행을 추구하

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옷을

잘 입어야만 타인에게 대접 받는다는 사회적 풍조가 발

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남성들의 옷차림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은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겸양한 생활정신에 연유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옷치장

Fig. 4. Middle-aged politicians from abroad

who are starting to pursue a new style.

From U.S.A. '71 <2> 노란샤쓰입은 中年들

[U.S.A. '71 <2> Middle-aged in yellow shirt].

(1971). p. 6.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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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가. 연년이 양복칼라와 넥타이 폭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데 따라 덩달아 새 옷을 해입지 않고서는 배기기 어려울 정도이

다. 벌써 2,3년만 지나면 멀쩡한 새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등이

넝마취급을 당한다. 한국인들의 사치성을 반영한 것이다. 옷을 잘

입어야 버스차창에게도 대우를 받는다는 독버섯 같은 사회풍조

때문이다. 사치얘기만 나오면 한국남성들은 으레 여성들에게만 그

책임을 몰아댄다...그러나 그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에게도 똑같이 지워진다.” (횡설수설 [Nonsense], 1977, p. 1)

따라서 1970년대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인 성장

과 더불어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의 멋과 패션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발생하는 시기였다. 그에 따라 중년 남성의 옷차림과 패

션 취향에도 이전 시기보다 좀 더 자유롭고 젊어 보일

수 있는 유행을 따르려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

시작은 대중들에게 이미지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던 해

외 중년의 남성 정치인들이었다. 또한 당시 극심한 무더

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년 남성들의 옷차림에 관한 규

범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에 관한 중년 남성들의

선호와 취향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바라보는 긍정

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아직까지 사회문화적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남

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변화가 혼재한 상황과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3) 1980년대

1980년대는 사회문화적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두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재인식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소비와 취향, 사회적 집단

의 규범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특히 사

회적으로 중년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중년기의 위기설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탈피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 외모 또는 패션 취향의 변화를 통한 노

력 등이 함께 나타났다.

 

“남성의 중년, 인생 회의의 정신 갱년기, 명예, 재산, 모두 허무

하게 느껴져...” (위험한 길목 男性의中年 [Middle-aged men of

dangerous], 1981, p. 11)

또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중년 남성들

도 외모, 패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고, 젊어 보이기 위

해 캐주얼 의상을 구입하는 등 패션 취향의 변화가 이

전 시기보다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중년 남성의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던 흰색 와이

셔츠와 슈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1980년대 중년 남성들

은 화사한 원색의 색채의 옷을 거부하지 않으며 젊은 층

에서 유행하는 캐주얼 스타일을 거부감 없이 스스로 수

용하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Fig. 5>와 같

이 남성 토털패션이 시작되면서 옷차림뿐만 아니라, 향

수, 피부, 머리 스타일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중년 남

성들의 취향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 남성들도 여성 못

지않게 스스로 멋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

상은 중년 남성층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취향의

변화와 선택의 주체가 부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

다는 점도 흥미로운 변화이다.

“해방직후까지만 해도 아직 이렇다 할 유행은 없었다. 물자가

워낙 귀한데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때문. 남자라면 국민복 차림,

여자라면 몸빼에 되는대로 블라우스를 받쳐입는게 고작이었다...

70년대 남성패션도 서서히나마 다원화의 흐름을 탔다...이제 중년

남성이 새빨간 잠바나 스웨터를 걸쳐도 별로 눈에 설치않게 되었

고 눈부시게 새하얀 와이셔츠만이 남성미의 상징시되지는 않게

되었다.” (Yu, 1980, p. 5)

“남성패션 캐주얼 시대, 중노년 층에서도 부쩍 인기, 다양한 색

깔, 디자인으로 개성있는 분위기, 보다 젊은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활동적이며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출근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30대 이전의 젊은층끼리 즐기던 캐주얼이 이젠 40대나

50대 이후의 중년 내지 노년층에서도 점점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화된 캐주얼이 나오는 것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보다 구매력 있는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Fig. 6),

(Kim, 1983, p. 7)

“...의식수준 향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쏟는 멋쟁이 남성

들이 늘어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토털

패션남성복이 나오는가 하면 남성색조화장품 남성전용 미용실이

등장했다...이같이 남성토털패션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외

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많아져 옷 뿐 아니라 신변용품까지 조

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멋과 개성을 추구하는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멋내는 것도 당연한 흐름으로 바뀌었다...

특히 30, 40대의 경제적으로 자립한 남성들, 개성을 추구하는 자

유직업인이나 전문직 남성사이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Kim, 1988b, p. 7)

이러한 변화는 중년 남성들의 취미 생활에까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과 같이 과거 여성적

취미로 구분되던 요리, 피아노, 뜨개질 등을 새롭게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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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즐기는 사회적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

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증가하였다.

“남성들의 취미가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까지 여성들의 영역으

로 생각되던 요리 피아노 편물 등을 즐기는 남성이 늘어나...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꿈을 이제푼다는 중년 남성도 있는 것...이같이

여성적인 취미영역에 남성들의 진출이 많은것에 대해 “의상에서

유니섹스모드가 인기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애기

한다...남성은 이래야한다는 경직된 성고정관념이 사회변화에 따

라 사라지면서 억압됐던 개인적 취향이 나오는 것이라고...” (Kim,

1988a, p. 7)

또한 이미 일본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활발히 발생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잡지들이 대거 창간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앞서 1970년대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잡지가 창간하기 시작하였지만,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일본은 벌써 중년 남성만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잡지들을 창간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적으로 일본의 변화가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30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중년남성들을 대상

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일반지를 비롯, 여성지와 전문지 등 잡지

창간붐이 일어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Hwang, 1980, p. 5)

사회적으로 멋을 부리는 중년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

도 과거 부정적이었던 것에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외

모와 패션 취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

한 것을 중년층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

인 사회적 풍조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혼

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1970년대보다

는 훨씬 더 새로운 남성의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

인 측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을 기생오라비라 비양하는

반면 아무렇게나 쓸어넘긴 머리에 바지주름 꾸겨진것쯤 별로 개

의치 않는 뚝배기 된장맛 같이 구수한 남자를 믿음직스런 사내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남성

을 판별하는 기준도 점차 달라져가고 있다...덥수룩한 얼굴보다는

핸섬한 용모를, 수수한 옷차림보다는 세련된 패션을 한수위로 보

며 남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이러한

남성의 변용에 대해 바라보는 견해는 여러갈래이다. 중년층 이상

의 기성세대는 거의 비판적이다. 몰지각한 짓으로 꾸짖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여성화하는 남성, 나약해지는 남성을 우려하는 측도

있다.” (Suh, 1981, p. 9)

이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전통적

인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남녀평등과 여

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면서 중년 남성들의 사회적 역

할에 관한 재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

년의 위기설이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적, 시간적 여

유가 생긴 중년 남성들의 패션 취향 변화가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특히 젊고 활기차 보이는 외적 요소를 추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캐주얼 스타일을 뿐만 아니라 머리, 향수, 피부 관리 등

넓은 범위에서의 취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전 시기보다 본인 스스로의 패

Fig. 5. Middle-aged male

total fashion age.

From Kim. (1988b). p. 7.

http://newslibrary.naver.com

Fig. 6. Men's fashion

casual age.

From Kim. (1983). p. 7.

http://newslibrary.naver.com

Fig. 7. Middle-aged men

learning knitting.

From Kim. (1988a). p. 7.

http://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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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스타일과 취향에 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이전 시기보다 이

러한 중년 남성들의 변화의 모습을 좀 더 긍정적인 측

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기별 중년 남성 패션 취향 변화에 따른 특수성

앞서 살펴보았던 시기별 중년 남성 패션 취향을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기별 흐름에 따른 변화의 특수성

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문화적 외모 기준 변화에 따른 중년 남성 미

의식의 변화와 패션 관심도 증가이다. 1960년대 전쟁 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남성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더

욱이 중년 남성들에게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취향을 거

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회적 경제

력이 증가되고 가정에서 주된 수입활동을 하는 중년 남

성들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외

적 모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

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년 남

성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던 외적

인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강인한 남성적 외모가 사회적인 기준으

로 자리 잡은 것에 반하여, 1980년대로 갈수록 외모를 가

꾸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성이 이상적 외모 기준으

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에 따른 패션 취향에도 변화가 발

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일상복(양복), 스포츠

웨어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남성복 시장이 1970~1980년

대를 거치면서 젊은 층이 즐겨 입는 캐주얼 웨어도 중년

남성들이 찾을 만큼 패션 시장 또한 세분화가 되었다. 특

히 1980년대 이르러 중년 남성들은 젊은 층의 유행 스타

일을 거침없이 수용하면서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패션과 외모 관리를 통해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

한 현상은 그들의 패션 선택, 구매 등 취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집단적 규범인 패션 동조성 약화에 따른 개성 추

구 증가이다. 1960년대 흰색 와이셔츠로 대변되던 중년

남성의 일률적인 패션 취향에서 점차적으로 원색과 무

늬 있는 와이셔츠, 넥타이의 변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

털패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남들과는 좀 더 다른 나만의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직 여성복

분야에 비하면 그 변화는 미약하였으나, 중년 남성의 주

된 일상복이 슈트임을 감안하면 넥타이와 양말, 신발, 가

방 등을 사용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

신만의 패션 취향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중년 남

성의 패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회적 동조성

이 점차 약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점차 패션 취향

에 있어서 신분, 지위, 타인과의 동조보다는 젊은 이미

지, 개성, 실용성, 합리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패션 취향과 소비에 관한 주체성의 변화이다.

1960년대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년 남성들의

패션에 관한 취향의 선택은 중년 남성 본인이 아닌 대부

분 부인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점차 1970년대와 1980년

대로 시기가 변해가면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과거 중년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 패션에

관심조차 없어 그저 자신의 부인이 구입해준 옷차림을

거부감 없이 착용하였다. 하지만 점차 1970~1980년대

로 넘어오면서 남성의 미의식이 변화하고 중년 남성들

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

기 위한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1980년대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

향 변화의 특수성을 살펴볼 결과, 그 시대의 사회적, 개

인적 차원의 요소들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전통

적인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선호하면서, 남성의 패션

에 관한 관심과 취향 자체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70~

1980년대 시기를 지나면서 남성도 자신의 외모에 관심

을 가지고 꾸미는 것이 미덕인 사회적 풍조가 나타나고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변화

가 중년 남성의 패션 소비, 행동, 스타일 등 취향의 전반

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차적으

로 중년 남성들도 젊어 보이기 위해 캐주얼 착용을 즐

겨하거나, 얼굴, 헤어스타일 등 토털패션에서 자신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40~50대 중년 남성을 재조명

하여, 사회적 경제발전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중년의 개

념과 특성 변화, 취향과 패션 취향의 개념과 형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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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고찰한다.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동안

나타난 그들의 패션 취향의 변화와 그 특수성을 사회적

으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평가되는 신문 매체를 통해

텍스트 내용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시기별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삶의 재건이 우선적으로

여겨지며 생활, 경제적 여유가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다.

따라서 중년 남성에 관한 패션 취향에 관한 기사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남성 패션의 구분 또한 매우 단조로웠으

며, 중년 남성의 패션은 흰색 와이셔츠와 슈트로 대변되

며 사회적 동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로 나타

났다. 특히, 중년 남성의 패션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저조

하였으며 그들의 패션 선택과 취향에 부인의 의견이 절

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70년대에는 남성의 멋과 패션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발생하는 시기였다. 이어서 중년 남성의 패션 취

향에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특히, 당시 극심한 무

더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년 남성들의 옷차림에 관한

규범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젊은 층

에서 유행하는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에 관한 중년 남성

들의 수용이 점차 발생하였으나,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198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

회진출이 시작되면서 중년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재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년의 위기

설에 관한 기사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며, 경제적, 시

간적 여유가 생긴 중년 남성들의 패션 취향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젊고 활기차 보이는 외적 요

소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젊은 층에서 유

행하는 캐주얼 스타일뿐만 아니라 머리, 향수, 피부 관리

등 넓은 범위에서의 취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

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0~1980년대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 변화의 특수성을 정리해보면 첫째, 사회문화적 외

모 기준 변화에 따른 중년 남성 미의식의 변화와 패션 관

심도 증가이다. 둘째, 집단적 규범인 패션 동조성 약화

에 따른 개성 추구 증가이다. 셋째, 패션 취향과 소비에

관한 주체성의 변화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의 흐름은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의 젠더, 남성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패

션 스타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힘과

능력,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역할만이 강조되던 중년 남

Table 2. Changes in fashion taste and specificity of Korean middle-aged men by period

Period

Division
1960s 1970s 1980s

Social

background

- Socioeconomically difficult period

immediately after Korean War

- The urgency of survival

- Begin industrialization

- Escape economic poverty

-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 Social equality and women's soc-

ial activities

- Recognition of the social role of

men and women

- Appearance of middle-aged men's

crisis

Middle-aged

men's fashion taste

- Lack of consciousness about male

beauty

- A imposing middle-aged man ideal

male figure

- There are negative views on men

who are interested in fashion

- Very few choices about fashion sty-

les and tastes

- The decision maker of choice of

fashion style and taste is the wife

- Emergence of interest in men's fa-

shion

- Increasing diversity of fashion ta-

ste in middle-aged men

- Looking for youthful looking fas-

hion in middle-aged men

- The negative views about the fas-

hion taste of the changing middle-

aged men coexisted together

- A change in the fashion taste of

middle-aged men with economic

and leisure time

- Pursuing an external element that

looks young and active

- Prefer a casual style that is pop-

ular in young people

- The decision maker of choice of

fashion style and taste is middle-

aged man himself

⇓

The specificity of changing taste of Korean middle-aged men

1. Changes in the aesthetics of middle-aged males and increase in fashion interest due to changes in socio-cultural appearance

standards

2. Increasing in the pursuit of individuality due to the weakening of fashion consciousness as a collective norm

3. Changes in the subjectivity of fashion taste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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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각자의 자아정체성과 개성, 미적 감각 등이 중요

시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경

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남성의 역할에 관한 관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한국 중년 남성의 패션 취향의 형성에

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젠더, 미의식 등 다양한

요소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고정적인 것이 아닌 가

변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점차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작에 앞서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

지의 중년 남성들의 패션 취향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

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

로 현대 한국 사회의 중년 남성 패션 산업과 시장 성장

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신문이라는 미디어 매

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의 불충분과 문서

자료의 일차적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가진

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가 현대 사회 변화된 중년 남

성의 패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기본적인 이론적

자료가 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질적 연구

가 더해진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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