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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청소년에게 패션스타일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타인과 차별성을 지
니는 의미를 내포한 상징적 언어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
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날 변화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맞물려 현시대의 청소년들은 새
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의 신체나
심리상태도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 문화와 패션의 특성을 살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패션 관련 요인을 밝혔다. 국내 남자 중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소비문화의 특성 및 패션준거집단
과 추구스타일을 밝혔고 이는 국내 청소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션상
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내 청소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았고 1990년대는 미디어 중심과 소비 지향문화, 2000년대
는 인터넷 문화, 외모중시, 혼성화·글로벌화 문화라고 밝혀졌다. 또한 패
션 관련 요인은 ‘개인적 특성’으로 외모관심, 의복의존성, 의복동조성, 또
래유행추종, 자아 중심성이 나타났고 ‘환경적 특성’으로는 사회경제적 환
경과 대중매체인 TV,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을 토
대로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소비문화,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에 대
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 중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복 의존성은 정정
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요인들은 남자중학생의 직접적인 의복구매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남자 중학생은 스타일 면에서
는 동조성을 보였으며 색상이나 브랜드를 통해 개성을 추구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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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였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유행추종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월평균 가계수입, 의류구입비, 부모
의 쇼핑성향, 거주 지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국내 남자중학생
의 패션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보다 영향력
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은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소비문
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
해 패션소비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외모관심도와 의복관심도 등에 따라 패션준거집단 존
재 여부가 달라졌고 이러한 요인이 높게 나타난 학생들은 패션준거집단
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준거집단은 키가 크고 신체
비율이 좋으며 슬림하다는 특징과 같은 신체적 이미지가 이상적인 경우
와 패션 감각이 뛰어나며 화려하거나 독특한 패션스타일을 연출하는 경
우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신체이미지를 선호하여 패션준거집
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국내 남자중학생의 추구스타일은 개인적 특성이나 취향 등에 의해 ‘트
레이닝 스타일’, ‘정장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패션관심도,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 의복동조성, 유행 관심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가 상이하였고 선
호아이템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캐주얼 스타일’은 패션관심도와 유행
관심도에 따라 베이직하거나 트렌디한 스타일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패션문화와 스타일을 고찰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패션문화의 특성과 그들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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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패션스타일을 분석,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
다.
그러나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좀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청소년 문화, 남자중학생, 패션문화, 준거집단, 추구스타일
학번: 2011-23696

- iii -

목

차

제 Ⅰ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 Ⅱ 장 청소년 문화의 이론적 고찰 ··················· 10
제 1 절 청소년 문화 및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 ··· 10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
1) 신체적 특성 ········································································
2) 인지적 특성 ········································································
3) 심리적 특성 ········································································
2. 청소년 문화 ·············································································

10
12
13
14
16

제 2 절 청소년 환경 변화 및 패션 관련 요인 ············· 20
1.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 ····················································· 20
2. 국내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 29
3. 종합적 논의 ············································································· 38

제 Ⅲ 장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 42
제 1 절 패션소비문화 ························································· 42
1. 개인적 특성과 패션소비문화 ············································· 42
2. 사회경제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 ····································· 53
3. 사회문화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 ····································· 59

제 2 절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 65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 65

- iv -

1) 패션준거집단 ················································································
2) 패션추구스타일 ············································································
(1) 트레이닝 스타일 ·····································································
(2) 정장 스타일 ·············································································
(3) 캐주얼 스타일 ·········································································

65
77
77
80
82

제 Ⅳ장 결론 ································································· 94
참고문헌 ········································································ 98
사진출처 ········································································ 103

- v -

표목차
[표 1] 면접대상자의 기초자료 ·················································
[표 2] 면접 내용 ·········································································
[표 3] 시기별 청소년 환경 변화 ·············································
[표 4] 국내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
[표 5] 청소년 문화 환경 및 특성 ···········································
[표 6] 응답자들의 연령, 패션관심도,
거주지, 사회경제적 환경 ···························································
[표 7]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계수입 ·························
[표 8] 월 평균 가계수입별 월 평균 의류구입비 ·················
[표 9] 거주지별 패션관심도 ·····················································
[표 10] 인터넷 활용과 중요성에 관한 문항 ·························
[표 11]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 ·······································
[표 12]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

7
9
27
37
38
53
55
56
57
60
73
91

그림목차
[그림 1]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 40

사진목차
[사진 1] 연예인 정준영 ····························································· 73

- vi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2] 연예인 소지섭 ·····························································
3] 연예인 김수현, 이광수 ··············································
4] 가수 빅뱅의 지드래곤 ···············································
5] 패션모델 이수혁 ·························································
6] 가수 빅뱅의 지드래곤 ···············································
7] 패션블로거 아담 갤러거 ···········································
8] 야구선수 이대형 ·························································
9] 가수 샤이니의 태민 ···················································
10] 가수 로이킴 ·······························································
11] 연예인 하정우 ···························································
12] 가수 샤이니 ·······························································
13] 트레이닝 스타일 ·······················································
14] 트레이닝 스타일 ·······················································
15] 정장 스타일 ·······························································
16] 캐주얼 스타일 ···························································
17] 캐주얼 스타일 ···························································
18] 캐주얼 스타일 (스키니진) ······································
19]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 ·········································
20] 캐주얼 스타일 ···························································

- vii -

73
73
73
74
74
74
74
75
75
75
76
78
79
80
84
86
87
88
89

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청소년 문화는 성인들의 문화와는 확연히 이질적이고 그들만의 독특하
고 다양한 하위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의 복식행동과 문화
는 독특한 취향을 형성하며 또래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타 집단과의
차이를 확고히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극히 한정되고 획일적인 생
활패턴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션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존재와 입장, 자신이 속한 위치 등을 상징적으
로 표현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타일이란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내고, 타인
과의 차별성을 구현하는 언어로써 일종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상징체
계로 파악될 수 있다.1)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의
복은 가치관이나 사고 등을 외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
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국내 청소년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문화’를 향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현실
을 감안할 때 온라인과 무선 상에서 만들어지는 SNS의 공간이 청소년
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3)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의 또
다른 새로운 문화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청소년은 색다른 방식으로
1) 궁선영 (2002), 청소년 패션 스타일의 하위 문화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p.12
2) 전재훈, 하지수 (2008), 현대 청소년 특성이 반영된 청소년 패션에 관한 연구, 한
국의류학회지 Vol. 32, No.1
3) 박혜진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중독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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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기도 하며 휴
식 및 정보를 습득하고 교류한다.
특히 SNS 공간을 통해 패션 정보를 공유하고 유행을 전파하기도 하며
독특한 패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학생 전용 SNS 애플리케이션 ‘짱’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외모, 패션, 학업 등에 대한 비법을 공유하
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영양상태의 호전은 물론 산업화에 따른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성장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소아 및 청소년의 성숙시기, 성조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조숙증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독특한 심리 상태는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지니게 되거나 외모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쓰
는 경향을 나타낸다.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청소년은 신
체 매력성이나 체형에 관심을 나타내어 의복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심리 상태에 주목하여 국
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특한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고 한다. 오늘
날 변화한 환경들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패션문화를 형성하게 하고 문화
를 결정하는 변화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패션디자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힙합4)이나 교복5), 스
트리트 패션6)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한정된 연구가 많고 잡지나 자료
를 분석하는 문헌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다양성과
4) 이레지나 (2001), 한국 청소년 문화에 나타난 HIP HOP패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서수민 (2009), 남자 중학생의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6) 김정연 (1998),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연구, 숙명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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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질적인 연구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법과 심층면접법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내 청소년 패션문화에 대한 연구 대상은 남녀 고등학생 특히 여자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반면 남자 청소년 특히, 남자 중학생에 대한 연구
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
이 어떠한 패션문화와 스타일을 형성하는지 고찰하고 국내 청소년의 독
특한 패션문화의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문화와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의 형태를 밝히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청소년 문화와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적 환경의 변화와 패션 영향 요인을 밝힌다.
둘째, 국내 남자 중학생의 개인적ž환경적 특성과 패션소비문화의 관계
에 대해 밝힌다.
셋째,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밝힌다.
국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패션문화와 스타일을 형
성하는지 고찰하고 그들의 독특한 패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패
션소비특성을 규명하고 패션스타일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은 국내 청소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션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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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참여
관찰법과 심층 면접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1. 문헌연구
국내 남자 중학생의 문화와 패션의 특성을 밝히기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와 환경의 변화 및 역사를 살핀다. 또한 청소년의 특
성과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이 과
거에는 어떠한 문화와 패션을 향유하고 그것이 어떠한 환경 하에 형성되
었는지 밝히어 현재의 청소년의 문화와 패션과는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환경과 연관하여 그들의 문화와 패션
의 특성을 밝히고자한다.

2.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가정, 세계관, 가능성이 있는 이론적 렌즈의 활용, 연구
문제들을 가지고 사회 문제나 인간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의미 있는 개인
이나 집단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즉, 사회나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
해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복합적이고 전체적
인 그림을 구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2007).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다. 이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생활과 삶의 의미에 대한 발견, 통찰,
이해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다(홍용희,1998).

참여관찰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규모의 사회집단에 참여하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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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함으로써 집중적으로 그 집단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기법은

참여자와 정보제공자 즉, 관찰대상에 대한 세밀한 해석을 제공하는 선택
된 개인들과의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포함한다.7)
또한 심층면접은 일반적으로 장시간 약 30분 동안 응답자와 잘 훈련된
면접원간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외에도 다양한 내용에 대하
여 자유롭게 자신들의 태도나 행동, 관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문화를 연구하였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
질 수 있다. 상황과 연구대상의 관점으로부터의 이해를 강조하는 질적
연구는 다양한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형성되는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관심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점에서 질적 연구가 청
소년문화 연구의 하나의 적절한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화현실에 대한 현장 감각이 있고 살아있
는 지식이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또래의 형성이나 언어
에 대한 문화적 연구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전문적 지

식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문화를 질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미시적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 청소년의 언어적
관습이나 친구관계 등의 삶의 미시적 측면을 사실적으로 밝힘으로써 거
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이 가진 사실성에 대한 맹점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의미와 상징의 세계를 포함하
는 청소년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숨겨진 구조(hidden structure)를 밝
혀줌으로써 표피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숨겨진 원인을 밝히거나 행동이나
태도의 깊은 구조를 밝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8)

7)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8) 황창순 (1992), 청소년문화와 질적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연구 제11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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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
심층면접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일 대 일 혹은 다 대 일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지도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개인적 접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개수단이다.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션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나
양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다양성과 특수성
을 고려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
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지법을 실시하였을 때 성의 없는 응답이나 무응답 등으로 인해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였
다.

1) 면접대상자 선정 및 기간
질적 연구는 면접참여자 한사람이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
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 표본추출을 사용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문화를 살펴보
는 것이므로 패션관심도가 높은 학생부터 보통인 학생까지 다양한 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은 중학교 1학년인 14세부터 3학년 16세를 대상으
로 하였다.
학생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와 대전의 유성구,
서구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거주 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한 이유는 작게
9) 심층면접법을 활용한 남자고등학생의 피부관리 및 메이크업행동 양상- 한국뷰티
아트학회지 제 7권 제1호,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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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차이와 크게는 서울과 대전의 지
역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면접대상자는 서울의 강남구와 관악구 지역, 대전의 유성구 지역의 학
생은 패션관심도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보통에서
매우 높다고 판단된 학생 10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서울의 마포구, 대전
의 서구는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패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고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이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서울과 대전지역 남자
중학생 총 22명이 면접대상자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선정된 면접참여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면접대상자의 기초자료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름

○균
○빈
○민
○빈
○진
○진
○우
○진
○성
○섭
○혁
○환
○형
○현
○성
○현
○성
○민
○준
○혁

최
권
최
최
황
이
조
차
한
양
장
김
윤
김
장
송
조
김
장
임

연령
16세
16세
16세
14세
16세
16세
16세
16세
15세
15세
14세
14세
14세
14세
14세
15세
15세
15세
15세
15세

학년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3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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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패션관심도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대전 서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높음
보통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매우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높음

21
22

○
○

이 성
황 혁

15세
15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대전 서구
대전 서구

높음
높음

2) 면접과정 및 내용
심층면접은 2013년 1월 26일에서 2013년 3월 28일 사이에 면접대상자
의 집 앞 카페나 음식점, 학원, 학교 등에서 진행되었다. 면접 전에 패션
에 대한 관심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에는 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사회 문화적 환경인 거주지와 부모님의 학력과 수입, 용돈, 의류
구입비, 성적 등과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대부분은 1대 1로 진행되거나 2~3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
다. 면접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시
에 학생들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고 필사하는 방식을 이용하
였다. 또한 면접 시에 다 파악하지 못한 내용은 2013년 4월에서 5월 사
이에 전화나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에 대한 추가적 질문과 사진을 수집
하였다.
면접내용은 [표 2]와 같은 면접 지침에 따라 반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
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맹염임(2003)의 청
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Ⅰ: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의 면접조
사 영역별 세부항목을 참고,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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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면접 내용
연구문제

조사영역

개인적 특성

개인적ž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특성 사회문화적특성

패션소비문화

세부항목
- 외모관심· 의복의존성
- 의복동조성· 또래유행추종
- 자아중심성
- 성격
- 성적
- 학년
지역 (거주지)
용돈 액수
한 달 의류 구입비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수입

- TV, 연예인 영향
-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여부
의복에 대한 인식 및 패션 관심도
의복 구매 시 동기 및 정보원
의복 구매 장소
의복구입활동 소요시간 및 동행자 등
의복 구매 시 결정요인
의복구입비 출처
의복관련 지출비용 및 의복 소유 실태

패션소비문화

-

패션준거집단

- 선호하는 스타일의 준거집단
- 선호하는 연예인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추구스타일

-

선호하는 스타일
평소에 즐겨입는 스타일
선호하는 의복색
선호하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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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청소년문화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청소년 문화 및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과 청소년 문화의 개

념,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과정, 패션 관련 요인을 고찰한다.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
들은 청소년 (adolescence), 사춘기(puberty), 십대(teenager)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adolescence)과 사춘기(puberty)의 개념은 생리, 심리, 발달

론의 학문 영역에서 창출되고 통용된 개념인데 반해, 청소년(youth), 십
대(teenager)의 개념은 사회문화론 등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지위, 문
화양상, 역할 등의 특징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발전되어온 용어이다.
이렇게 청소년을 칭하는 용어가 다양함은 청소년의 정의나 의미를 단

순하게 규정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기는 시대, 사회적, 지역
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눠지고 정의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보편적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칭하는 명칭은 서
구에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했고 20세기에는 청소년 관련 연구의
확장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10)
청소년은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숙을 의
미한다. 청소년기는 급격히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과 어린이 사
이에서 정서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통 13-18세의 연

령기이다.11) 청소년은 생물학, 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을 연구한 대표
10) 최윤진 (2008), 청소년 호칭의 역사에 관한 연구- 청소년 호칭 유형과 의미 변
화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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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홀(Stanley Hall)이 있다.

홀(Stanley Hall)은 그의 저서 『청소년기(Adolescence)』에서 청소년
기를 12~25세로 보고 질풍과 노도의 단계라고 칭하며 내부에 큰 에너지
를 지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았다. 반면 문화인류학자인
미드(Margaret Mead)와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서 청소년을 설명하였다.12) 이들은 사춘기의 심리적 갈등이 특정 문화적
상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에 모든 청소년이 긴장과 혼란의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을 어떤 측면에서 보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 특성은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청소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UN은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을 15~25세로 정
의하였고 2011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
세 이하의 자’로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심리적·신체적 변화 기준에 따라 청소년기를 구분할 수 있
다. 보통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11~12세경부터
이며, 여자의 경우 10세경, 남자의 경우 12세경에서부터 그 징후가 나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개인
차로 인해 한계점을 갖는다.
세 번째로 취학연령 혹은 학력(學歷)의 기분에 따라 청소년을 구분하
는 것이다. 청소년을 초등학교 취학자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자로 청소년을 한정하는 것이 이러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이다. 전통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나 삶의 전 과정에서 출생, 성인식, 혼인 그리고 사망의 시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각각의 단계에서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를 치렀다. 이러한
11) 전재훈, 하지수 (2007), 유비쿼터스 시대의 청소년 의복문화- UFC 패션 상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2), pp.322-323
12) 박진규 (2010), 『청소년문화』, 서울:학지사,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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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성인식(사춘기)에서부터 혼인에 이르는
시기나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까지를 청소년기를 간주할 수
있다.13)
이처럼 청소년을 의미하는 다양한 명칭, 정의, 학자에 따른 개념, 기
준에 따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성 호르

몬의 분비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부터 추
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경까지를 말하
는데 중학교 시기는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 고교 및 대학 시기
는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중학생 14~16세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
화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전반적인 패션문화를 살필 것이다.

1) 신체적 특성
신체적으로는 신장, 체중, 흉위가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적
인 성숙이다. 이에 따라 성의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성기능 발달이 현저
히 나타나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데 발달

속도에서는 남녀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 남녀 모두는 체중, 신장이 급속한 비율로 성
장하는 급성장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급성장은 13세에 시

작되어 약 14세에 최고에 이르며, 그 후 몇 년 동안 완만한 성장이 지속
된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급성장은

빠르면 7.5세, 늦으면 11.5세에 시작

된다.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과 지방도 발달하게 되는데 근육

께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반면 급성장 기간에

의 발달은 신장의 증가와 함

지방의 발달률은 감소한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지방 성장속도의 감소
13) Ibid., p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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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급성장 기간 동안의 청소년의 식욕은 상당히 증가하기도 한다.

는 이 시기에 필요한 지방의 절대 을 감소시키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

해하며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은 불균형적으
로 발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심리적인 부적응 현상을 겪
게 되는 것이다.

2) 인지적 특성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스위스 심리학자 Piaget의 인지능력 발달 단계
로 설명할 수 있다. Piaget는 인지능력 발달 과정을 감각운동기, 전조작
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와 같이 4단계로 보았다. 청소년기는
이 4가지 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대체로 12세경부터 아동기

던 능력을 갖게 된다.14)

에서는 볼 수 없었

이 시기의 특성은 첫 번째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상적
인 상황이나 추상적 사실에 관심을 갖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

범

가치관, 사회적 규 을 이해하고 수많은 상징들을 터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메타인지

m

( etacognition)라고 불리는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
의 인지적 과정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개인의 사고를 보다 잘 통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에 대
한 사고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5)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
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 사

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권이종·김용구 (2007), 청소년이해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83
1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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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특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 정신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적 변화를 겪으며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점점 성숙해지는 등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16)
청소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청소년기 특유의 독특성에 대한

착

빠져들게 되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믿을 만큼 강한 자의
식을 보인다. Elkind(1978)는 이러한 청소년기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청
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라 부른다.17)
Laspley(1991)는 자아중심성은 11세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5세
무렵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다양한 대인 관계의 경험을 통해 점차 객관적
각에

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중심성이 나타나
는

특성을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

상상적

audience)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건

m

청중(i aginary

킬 때는 세상에 존재하

개인적 우화란 어떠한 사 을 자신에게 적용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상의 청중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 속에서의 청중을 만들어
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을 일컫는
는 일반적인 확률을 무시하거나

다.18)

춰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입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 질까
에 대해 자신만

큼 타인들도 흥미 있고 관심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가

끔씩 자신에 대한 상상속의 청중을 창조해 낸다고 한다.19) 청소년기 자
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자아정체감의 추구와 관련
16)
17)
18)
19)

이인자 (2001), 의상심리, 파주:교문사, pp.289
권이종·김용구, op .cit., p .95
한국청소년개발원, op .cit., p .136~137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
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 Vol.20, No.4, 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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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기집중성향 및 자의식 경향과도 연관

될 수 있다.20)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자아존중감이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에 대한

객체인 자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 하였다. 청소년기 동안에 자아는

여러 하위영역에서 여러 형태의 동요를 거치면서 점차 안정되고 통합된
자기평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청소년들이 중요성을 부
여하는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21)

Harter(1989)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타인은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이나 급우들이라 하고 이들의 영향은 부모나 가까운

친구보다

훨씬 크다고 하였다.

또래집단이나 급우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는 새로운 사회

슷

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해야 하므로 친구들과 비 한 행동을 하려는 동조

닌

성이 높아지고 자신이 동료집단에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 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22)
이러한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대
상자인 남자 중학생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 12세~14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보이는 시기임으
로 신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반면 지방의 발달률은 감소한다. 또한 인
지적인 특성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어 추상적 사고나 논리적 추

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고 고차원적인 사
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중심성이 정점에
도달하고 모두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자신이

춰

어떻게 비 질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이 형성되
20) 장근영, 윤진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
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5, No.l, p.159
21) Ibid., pp.98
22) 이인자, op. cit.,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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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는 특성을 보인다.

2.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의 개념을 고찰하기에 앞서 문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간 생활의 토대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문화 형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존의

욕구를 가능하게 한다.23)

학자마다 관점의 차이, 가치관, 시대, 필요성에 따라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의 개념의 변화과정을 보면 15세기의

술

찾을 수 있는데, 영어의 경작 “cultivation”의 의미로 ‘곡물을
경작하다’, ‘가축을 사육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저 들에서

16세기 초반에는 경작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 같은 추

컨

상적인 의미로 확대 된다. 이 당시는 프란시스 베이 (Francis Bacon)과

홉스(Thomas Hobbes)가 인간 정신의 문화에 대해 저술한 시기
로서, 소수나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이 문화적이라고 여겼고, 유럽의 일부
국가만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것으로 여겼다.
18세기 레이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는 유럽의 부유한 계층
의 세련된 스타일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예술과 연관되어 사
용되어 일반적으로 문학,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종종 철학, 역사와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토마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개념은 노동자 계급이나 하류층의 대중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진다.24)

앙 술

덕

타일러(Tylor)는 ‘문화란 지식, 신 , 예 , 법률, 도 ,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

J

zD
&

KJ

23) Marc . Swart , avid . ordan (1980),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by ohn iley
Sons, Inc, p.79
24) 김동규 (2005), 『청소년문화론』, 서울:교육과학사, p.11

J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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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정의하였고 타일러의 개념을 계

승 발전

킨 화이트(White)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들
로서의 도구, 기술, 사회 조직, 언어, 관습, 신앙 등의 총합체를 문화로
시

정의하였다.25) 이들은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보는 것이다.

W

인류학자 구드이나프( . H.

Goodenough)는

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

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 체계 또는 개념 체계를 문화로 정의하였다.

런

이는 행위를 위한 또는 그

칙

행위를 규제하는 규 의 체계가 문화라는

것이다.26) 이는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규

칙,

표준,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는 크게 총체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문
화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환경, 그들의 총체적 특성
을 문화라 정의한다.
청소년문화는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이들의 중요성이 높

던

아지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이 미비했
에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정의나 연구가 전무하였다.

과거

20세기에 들어와 UN을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각종 선언
이나 규약들이 결의되고

채택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태

도를 반영하게 된다.28) 또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의 생산과 소비
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고 경제시장의 주체로 중

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의 발달로 청소년은 정보사회의 문화

끌

를 이 어가는 주체로서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들이 창조하는 문화는 오
늘날 정보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10대 청소년 계층의 문화가 대중문화 시장
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청년문화 대신 청소년 문화 혹은 신세대 문화라는
25)
26)
27)
28)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 정보문화 수용실태연구, 서울:문영사, p.13
한상복 외, 1985:68에서 재인용
김동규 (2005), 『청소년문화론』, 서울:교육과학사, p.15
최윤진,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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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논란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29)

께공

청소년문화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함

유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말한다. 즉, 성인이나 유·아동과 달리 청
소년만이 공유하는 행위 양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청
소년문화다.30)이러한 청소년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적 통합성이나 시대적

안정성 정도에 따라 부분문화일 수도 있고, 대항문화일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는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의 총체라
하며 이는

몸에 대한 규범, 가치 그리고 관습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행동

하는 데 적절한 지침으로서 공유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두 가
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징적 체계로 문
화를 유지하는 과정과 이

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문화와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문화로 청소년에게 특별하며 어른들의 문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타일러는 청소년문화를 “오늘의 청소년집단이 살아가는 총체적
삶의 유형”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오늘”이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오
화와는 다른 것을

늘이 아니라 ‘요즈음’, 혹은 ‘최근’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한
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청소년집단’이란 법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을 말한다.31)
또한 청소년문화는 어떤 관점에 의해 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는데 문화인류학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중 총제론, 문화 상대

론적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를 정의할 수 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황정규

“

는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경험 및 사고 유형으로 그 시대

”

의 사회전체가 소유한 문화의 하위체계 라 하였다.

“

이와 같은 관점이 이용숙은 한국의 청소년 문화를 한국 사회의 하나
의 하위집단인 중·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자연적 환경에 적응하

백

29) 한국민족문화대 과
30) 박진규 (2010), 『청소년문화』, 서울:학지사, p.30
31) 전희일 (2011), 『현대사회와 청소년』, 한국아동청소년교육활동연구소, 양서원,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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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는 전 으로서 개발,

축적, 학습하여 온 공유된 지식과 그 지식을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연속적인 대화(말, 행동, 상징 등)를

”

의미한다. 고 정의했다.32)
문화 상대론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처해있
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독특하게 발전하고 형성한 청소년 특
유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으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독특한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이 학교 혹은 일상에서
학교나 기성세대의 지배적인 문화적 취향에 저항하여 자신들 나름의 문
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존 질서에 대한 상징적 저항의 수단으로 자신
들의 문화적 취향을 발산하는 것이라 하였다.34)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문화적 맥

락 속에서 청소년문화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를 살핀다. 따라서 이
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이 환경에

께 공유하는 가치관, 규범, 상징, 윤리의식 등과 같은 내면
적인 의식구조와 언어, 몸짓, 옷 입기, 음식 등의 취향, 여가생활, 동료관
적응하면서 함

계 등과 같은 외면적 행동양식까지 포함하는 그들만의 특수한 양식이나
특징으로 정의한다.

現狀的

32) 임상록 (2002),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현상적(
) 특성에 대한 고찰, 학생생활
연구, 제 7집, P.67
33) 박성희 (1992),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Vol.-, No.10,
p.58
34) 은지용 (2002), 청소년 문화 연구의 대안적 접근- 문화정치학을 중심으로, 시민
교육연구, 제 34권, 2호,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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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청소년 환경 변화 및 패션 관련 요인
1.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
금
대기세대(待機世代)라고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 까지 60여년이

편입을 기다리는

넘게

청소년을 기성세대의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

는 가장 보편적인 시각으로써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觀

런 시각은 수 천 년

전부터 기성세대를 지배해온 청소년 관( )이었다.35) 이러한 약자의 입
장에서 청소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역사 또한 불분명한 실태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정치적이

책

나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을 개념화하고 정 을 수립해왔다.
첫 번째로 1960년대에는 「청소년의

끽연·음주·풍속저해행위 등의 규

제」에 의하여 「청소년을 보호·선도·육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부정

책

적인 청소년 정 이 나타나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책

1964년의 청소년보호대 위원회, 1977년 ‘보호’를
만들어 「청소년의 지도·선도·보호·육성·교정」

뺀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등과 같은 내용의 정책

펼쳐 청소년을 규제·보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36)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정책을 육성의 논리로 전환하
여 청소년은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자 육성 대상이었다.37) 그러
을

나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청소년문화의 개념이나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동일 연령대의 집단으로 하여
회 주류의 문화적 가치관을 무리 없이 체화시
고민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8)

금 어떻게 하면 사

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
〔

35) 문용린 (2003), 우리의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
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연구 보고서, Vol.-, No.-, 2003 , p.9
36) 조영
(2003), 우리나라 청소년정 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 문화포럼, Vol.7,
No.-, 2003, p.23
37) 서울시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9월 23일,
p.11

승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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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께

1990년대는 문민정부의 출 과 함

민주주의 확립, 소비시대 활성화

로 여느 시기보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

긍

한다. 모든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유기적·종합적·자율적· 정적 청소년

책

뀌
청소년이 젊은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을 ‘학생 청
소년’으로 규정하고, 학생 청소년만 청소년의 담론에 포섭하였던 시기로,
정 으로 바 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보장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이다.

아직도 청소년이라면 13~18세의 중고등학생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렇게 청소년의

범주를 중고등학생이란 제한적인 범주로 묶어 놓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학생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
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지도해

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학생 청소년에 대한 담론도 주로 비

량 청소년이란 관점에서 형성되었다.39)
근대적 산업화가 절정을 이루었던 80년대는 청소년은 활동범주가 학

행 청소년, 불

업에 국한된 근대적인 훈육대상에 불과해 청소년들의 소비 역시 학생에
게 필요한 학용품, 교복, 서적 구입에 한정되었다. ‘미성숙한 존재’인 청

소년이 학업 외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
의식적 토대가 한국 사회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40)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전개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학생 청소년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

져

다. 이 시기에는 1980년대의 이념이 해체되면서 전망의 부재를 가 왔고
이러한 가운데 정치와 권력의 힘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대신했다.
38) 김미윤 (2002), 문화연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본 청소년 문화연구의 변화, 청
소년 문화포럼, Vol.6, No.-, 2002 , p.111
39) 이혜숙 (2006),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 탐색과 청소년 담론 변화를 통해 본 청
소년 규정방식, 아시아교육연구 7권 1호, pp.43~59
40) 차 민 (2001), 80년대와 90년대 청소년 잡지에 나타난 소비 이데 로기 연구하이
과
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14

〔

<

승

〕

올

틴> <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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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세대 청소년층이 문화시장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그들을 대

상으로 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41) 이
에 따라 청소년문화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이른바 신세대,
이 증가하였다.

띄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X세대, N세대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
투쟁이나 경제적 빈곤을 겪은 전 세대와
다른 정치적·경제적 조건에서 등장하였다.
초에는 교양·오락비의 상승 비율이 매년

1990년대의 청소년은 민주화
는 거리가

멀고

이들과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

20~50 에 이르렀고 이는 대중소비사회의 징후로서 여가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입시로 인해 제한된 여가시간을 주로

쳤

미디어 이용에 바 고 TV와 FM라디오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었다.42)
1990년대는 미디어와 시장이 청소년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도록 주도하였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은 80년대 말부터 증가
하기 시작한 소비를 매개로 한 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이다.
1987년 이후 소비대중문화의 확산을 주도한 계층으로 뿐만 아니라, 이들

텔
초반부터 등장하였던 새로운 매체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그룹으로 묘사된
다. 90년대 팽창하기 시작한 서비스산업 곧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
드 시장, Jean이나 유니섹스풍의 신세대 의류시장, 음반 산업 등의 대중
문화 시장의 소비를 주도한 것은 곧 청소년 집단이었다.43)
은 대중음악·케이블· 레비전·인터넷·통신·전자게임에 이르기까지 90년대

1990년대 비디오 시장은 자그마치 1조원에 이르고 있고 음반 시장도

억 원이 넘는 국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 모두의 주 고객층은 청소
년이 압도적이었고 이들의 호응도에 신경을 몰두하였다. 영상대중매체의
3,000

41) 이혜숙 (2006),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 탐색과 청소년 담론 변화를 통해 본 청
소년 규정방식, 아시아교육연구 7권 1호, pp.43~59
42) 이정 (1999), 1990년대 대중가요의 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53, pp.59
43) 최이숙 (2002), 197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57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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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청소년과 소비문화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청소년들은 추상적 논리보다는 이미지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
며 이미지가 지배하는 대중매체 문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44)

램

버

대중매체의 방송 프로그 , 대중가요, 사이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신문화적 상징 공간, 영상 광고 등에 있어 청소년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며 주요 소비 집단이자 동시에 중요 생산 집단이 된 것이다.45) 청
소년들이 주도하는 대중문화는 영패션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중문화가 배출해낸 스타들의 패션이 그대로 청소년층에 흡수되
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입시 위주 교육의 모순, 거기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으려는

빠

빽빽이

노력인 ‘오 부대’, ‘

부대’로 비하되면

서 대중문화와 연결되었다.46)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후 1990
년대 중반 대중문화 산업에서 기획사의 영향력이

돌

대상으로 아이

스타가 부상하면서

현상으로 나타났다.47)

팬덤은

커지고 10대나 20대를

팬덤(fandom)

현상이 하나의 문화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

컫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일 는 것으로 특정 연예인을 위한

팬클럽이 생기면서 팬클럽 사이에 집단 충돌이 일어나고, 스토킹이나 사
이버테러와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발상하기도 하였다.48)
1990년대의 스타 시스템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가능했
다. 스타 시스템의 중심축은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었다는 점에서 시각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텔레비전 영상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주
었다.49)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1993년 말 25만이

승

넘는

%

PC통신 인구의 80 이

44) 차 민, op.cit, p .14
4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p.108
46) 양숙희 외 (1997), 한국 청소년의 거래패션 분석 연구,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
로, 복식문화연구, Vol.5, No.3, 1997 , p.98
47) 주창윤 (2010), 대한민국 처 드, 파주:21세기 북스, p.22
48) 네이 지식 과
49) 이정 , op.cit., p. 65

버
엽

백

〔 〕
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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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청소년들이었고 이들은
적인 호기심이

컴퓨터에 관한 신기술, 신기종에 대해서 병

넘치며 지적 소화력도 대단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은 정보

지식의 원천이 부모, 교사, 선배 등 인간적 체취를 통해서보다는 TV,

테

D

PC, 비디오, 녹음 이프, C , 전자오

락 같은 기계적인 정보 매체가 되었

다.50)

쟁

던 1980년

결론적으로 1990년대 청소년문화는 이념적인 논 이 치열했

대 사회 성격과 다른 소비사회의 출현을 지시하는 담론으로 등장했고,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한 청소년들이 대중문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쳤

미 다는데 의의가 있다.51)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문화는 한국사회의

꾸

문화 지도를 바 고 있다. 가상공간의 등장은 아날로그적 문화를 디지털

끄

문화로 재편하고 있으며, 문화를 이 는 세대 또한 점차 그 연령이

낮아

져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향성들을 주도하는 인터넷 세대라
고 불리고 있다.52) 2000년대 문화는 인터넷을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문화는 인터넷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001년 인터넷 최대 이용층은 N세대로 불리는 10대 청소년들이다. 한

센

국인터넷정보 터가 2001년 12월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

분석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93.3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

%

%

분석되었고 이에 반해 40대는 61.6 , 30대는 36.6 , 50대 이상은 8.3 로
집계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 10대 청소년 이용률이 20대 이용률을

넘

어서 있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대체로 10~20대로 구성되어 있다.53)

워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네트 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끊임없이 새

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가상공동체를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
의 관심사를 실제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이
50)

백

컴퓨

;

버 공간에

석기 (1999),
터와 청소년 문화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 문화의 변화, 세미
나 자료집, Vol.1994, No.-, 1999 , p.21
5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p.210
52) 한국청소년개발원, 앞의 , p.237
53) 민경배 (2002),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네트 크의 중요성, 청소년문화포럼, Vol.5,
No.-, 2002 , p.97

〔

책

〔

〕

〕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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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서 사회이 , 교육 문제, 영화, 음악, 디자인 등 10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54)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유독 10대들의 판이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처한

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 학교→집→학원을 오고가는 반복된 생

제반 사회적 여

교육과

활 속에 사회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립과 단절을 겪고 있는 세대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해방구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생각들을 배울 수
있는 곳,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놀이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10대들의 인터넷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유해정보도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심화되고, 모바일이나 UCC를 통해 청소년이 음란 동영상에 노출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55)

버 일상성’은 인터넷을 가지고 노는 시간과 공간, 또는 인터넷으
로 들어가서 노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이버 일상성’은
청소년 사이에서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따르
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놀이의 형식을 창조하
고 참여하는데 대표적 예가 인터넷 게임과 1인 미디어로 불리는 미니홈
피나 블로그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글 올리기와 댓글 쓰기도 놀이
적 성격을 지닌다.56)
‘사이

또한 인터넷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맞물려 얼짱 열풍이

버

불게 된다. 2003년 네이 가 선정한 인터넷 유행어 1위는 얼짱이었다. 얼

굴

짱은 얼 의 앞글자 ‘얼’과 최고를

뜻하는 속어인 ‘짱’이 결합한 합성어로

54) 이강일 (2006), 서울시 청소년 문화 향유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p.37
55) 김성이 (2007), 현대사회와 청소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추계학 발표대회
논문집, pp.5~12
56) 주창윤 (2010), 대한민국 처 드, 파주:21세기 북스, pp.237~238

술

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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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쁘

얼 이 예 고 잘생긴 사람을 의미하는데 처음에 주로 중고등학교 여학

범위가 확장되었다.
얼짱 열풍은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나르시시즘으로 분출하
면서 현실 공간으로부터 탈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57)
생을 대상으로 한 얼짱 카페가 생기다 점차 그 대상

마지막으로 2000년대 문화는 글로벌화, 나아가 혼성화의 특징을 보인

다. 이는 2000년대 한류가 대중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문화의 장
르별·다국적·문화상품 정체성의 혼성화 경향이 가속화되는 현상에서 이
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한류로 성공한 드라마의 배경은 관광지화
되고, 한류스타와 연관된 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화장품, 브로마이드 등

져 경제적 상승을 도왔다.

은 실제적인 매출로 이어

퓨

탈脫

워

슈

또한 ‘ 전’, ‘ ( ’)등의 유연적 사고를 대표하는 키 드가 이 가 되

걸쳐 혼성화 경향이 나타났다. 패션과
인테리어에서 부각된 ‘젠’ 현상, 퓨전소프트, 퓨전요리, 퓨전소설, 팝페라,
엔터테이너 등 이질적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58)
지금까지 시기별 국내 청소년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
어 대중문화나 사회, 경제전반에

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57) Ibid., pp .122, pp .128
58) 이영혜 (2010), 2000년대 대중문화와 사극의상: TV드라마·영화를 중심으로, 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3~17

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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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표 3] 시기별 청소년 환경 변화
구분

1970년~1979년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확립,
경제발전, 사회
일반적
안정에 주력,
사회
대중문화의
환경
발과 통제

1980년~1987년

국가정통성확
보에 주력
교육기관,
언론기관 활용,
지배
이데 로기
호
노동통제 강화,
유화정
중등교육 창, 대학생증가,
도시산업화
대학에
청소년
청소년·
대한 사회적
사회
청소년기에
의미변화
환경
대한 인식
형성
대학생 특화
미래주역, 국민 보호·육성의
으로 동원
대상
청소년 보호대상,
본격적인
규정
미성숙존재
정부정 대상
제약된 주체
청소년과
청년문화 배제 대학생 분리

폭

옹

올

책

팽

→

→

책

국가관·
민족관 확립
청소년
애국애족의
문화
문화
생산 강조

제약된
소비주체:10대
문화생산 주체:
대학생

1987년~1999년

1999년~현재

최초 민간정부
출현
형식적민주주의
사회주의권
본격적인 소비
사회 도래

사회 양극화
심화, 노령화
급속진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작,
디지털사회
도래

몰락

승 컴퓨터 문화
일반화→

소비수준 상

→

청소년
소비세대 등장
신세대·
세대·N세대

X

소비주체
프로
(prosu er)
보호대상,
미성숙존재

슈머
m

탈선과 비행의
온상지
소비문화의
주 주체
생산적
문화실천의 장

통신세대,
디지털세대,
세대, 유행과
소비 선도
사회의 구성원
으로 권 보장,
의사결정 참여
권리,
위험 환경으로부
터 보호 권리
10대 청소년
문화 생산적
주체
인터넷 통한
새로운 문화
형성

Y

익

우선 1970년대는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청소년은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국가관이나 민족관이 확립
되고 청소년문화보다는 애국애족의 문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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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에 주력하

던

시대로 생산을 중시하여 청소년문화는 형성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여전히 청소년문화가
확립되지 않았고 청소년은 제약된 소비주체였다. 이 시기에는 두발자율
화와 교복자유화가 시행되었다. 또한 대학생이 증가하여 대학생이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었고 청소년은 이들과 분리하여 규정되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전개되어 청소년은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이 되어 본격적인 청소년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미
디어와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로 청소년은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적

헤게모니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대중

음악, 케이블, TV 등과 같은 매체문화를 선도하였고 입시 위주 교육의
모순에서

벗어나 하나의 탈출구로서 스타에서 열광하는 팬덤 현상이 문

화현상으로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는 소비의 시대로 교양·오

락비가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중시되어 서비스산업이 팽창하였고 이러한
산업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었다.
2000년대는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문화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이 시

익

대 문화를 점령한 인터넷세대로 아날로그 문화보다 디지털문화에 더

워

숙한 집단이다. 청소년은 일명 N세대로 불리며 네트 크를 기반으로 네

워

트 크를 통해 가상공동체를 형성하여 인터넷문화를 선도하였다.

롬

착

또한 2000년대 얼짱 신드 은 이 시대 청소년을 외모에 열광하고 집 하
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카페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사진을
하고 얼짱에 열광하며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는 문화의 글로벌화, 혼성화시대로 한류열풍과 함
한류스타를 동경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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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도

께

청소년은

퓨전현상이 트렌드로 등장하였

2. 국내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1) 신체적 특성
청소년기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에서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신체의 결점을 감추고

싶어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인기도를

돋보이게

커지는
하거나

하는데 의복이 그 수단으로 이용될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 동안의 의복 만족도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안정감 및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59) 이처럼 청소년기의 의복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청소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에 따라 신체 매력성이나 체형에 관심을 나타내어 외모와 의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60) 따라서 외모관심은 청소년기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하
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애란은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행동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신의 체형을

착

의식하는 학생이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고 이는 자기위주의 의복 용과

섹

심리적 의복의존성과 유니 스 유행선택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61)
또한 이수경은 청소년의 신체성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이고, 이에 의
해 신체적 자기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신체적 자기에 의해 자기개념과
59)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Ⅰ- 청소년 의복
문화와 소비, 서울:문영사, p. 201
60) 이인자, op. cit., p.288
61) 고애란·심정은 (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행동의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Vol.11, No.- 1997 ,
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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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태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중학생 집단에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 자기 존중감,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62)
이나현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스포츠의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
화, 비동조 요인으로 나눠지고 내면화 집단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즘

km

루키 (Loo is )이나 마른

몸매를 이상적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 외모

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동조 집단에 비해 스포츠의류 구매
시 외모 매력성, 상표 유명도, 유행성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하였다.

킬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시 수록 의복에 대한 관
심이 많고, 의복을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여 외모 매력을 높이고 이상적
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스포츠 의류 구매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63) 이렇

듯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

은 그들의 의복과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특성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도 이들의 의복
에 영향을 미친다. 김희창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
성과 또래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기의 여
학생은 외모나 인기가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

습을 상상하는 성향이 높고,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또래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더 많이 따르고 그 스
타일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4)
62) 이수경 (2003),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
복태도 형성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93, p. 95~96
63) 이나현 (2010),고등학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스포츠
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4) 김희창·이수경·고애란 (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수용이 의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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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빈주은은 청소년기의 성과 체격조 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의복행동 중 의복태도는 의복관심, 심리적 의복

착

의존성, 타인 위주의 의복 용, 의복 동조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고 남

건

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에 더 만족하고 체격조 에 관계없이 공적 자의

식이 의복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65)
한미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에 따른 의복행동을 연구한 결과

옷을 구입할 때 고
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옷을 살 때 옷의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입어서 멋
있게 보이는 옷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
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6)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아

고애란·진병호·심정은은 청소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중·고등학생집단에서는 또래유행추

착

종과 타인위주 의복 용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의
복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인 자아중심성과 공적자의

식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67) 결과적으
로 청소년은 심리적 의복의존성, 자아중심성, 의복동조성, 공적 자의식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이 나타나며 이들은 청소년의 의복과 의
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 환경
청소년기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사회
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6호, p.51
65) 빈주은 (1999), 청소년기의 성과 체격조 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0~51
66) 한미숙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26
67) 고애란·진병호·심정은 (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
구- 연령·지역 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의류학회,
Vol.24, No.4, p.484~4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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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위나 부모와의 관계이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
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성향에 따라 의복이나 의복행동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의복의 구매의사결정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윤미영은 부모의 자녀 의생활통제와 쇼핑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연구한 결과 부모가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의복 구매 시 실

용적인 측면을 선호하고 부모가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의복
구매 시 외향적인 면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월평균 가정수입에 따

렴

라서는 가정 수입이 적은 청소년들은 의복구매동기가 저 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수입이 많
은 청소년들은 의복 구매 시 디자인과 상표를 중시하는 결과를 나타

냈

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소비행동은 부모의 소비성향과 자녀에 대한 의생
활통제, 가정의 수입, 소비교육 경험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68)
또한 문정미는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구매영향
력과 이에 따른 의복쇼핑성향과 의복구매행동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청소년은 의복 구매에 있어 부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구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구
매 영향력은 성별, 거주지, 학년, 성적, 한 달 용돈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의복관심과 부모와의 통제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69)

김민정은 청소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충동구매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버

머

머

아 지와 어 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 니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경우,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의복 구매 시 상징적 소비성향이 높

머

게 나타나고 특히 어 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의 충동
68) 윤미영 (2009), 청소년과 부모의 소비성향 및 의생활통제에 따른 용돈관리 및
의복구매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12~114
69) 문정미 (2003), 청소년의 구매영향력과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 53,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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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성향이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70)

탈

김지영·김준호는 사회학적인 변인이 청소년들의 의복일 태도와 경험

탈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일수록 의복일 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복일

탈

경험도 적었다.

탈

찬

즉, 부모가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일반적인 일 과 마 가지

탈

로 의복에 대한 일 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71)
서주형은 고교생의 자아개념과 의복구매행동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고

교생의 의복구매행동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계획적 구매태도, 상표 지향적 구매태도, 적극적 구매태
도, 선택요인, 정보원의 다양한 활용과 높은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의복 구매 후 만족도는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크
게 나타나 이는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복구매행동에 적극

냈

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 다.72)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상표를 중시하고 의복구매에 좀 더 적극적이며 선
택요인과 정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탈

의복일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매체
다음으로 청소년의 의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불확실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
문에 자신이 이상적이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
70) 김민정 (2001), 청소년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충동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84~86
71) 김지영·김준호 (2007), 사회학적인 변인이 의복일 태도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9권 2호,
P.110~111
72) 서주형 (1995), 고교생의 자아개념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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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대중매체는 우
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와 가치를 제공하는 가장 중
요한 사회화 도구인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동일시의 모델을 제공하는 가
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73)

홍혜은·나수임은 청소년들의 TV미디어 스타에 대한 의복 동조성을
연구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TV미디어스타의 동일시와 TV미디어
스타 의복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TV미
디어스타가 좋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TV를 관
심 있게 보다 보니 그 안에 표현되는 미디어스타들의 의복도 보게 되고,

럽

이들의 의복을 자연스 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74)

박혜선·김대성·김현숙은 청소년의 연예인의복모방에 영향을 주는 의
복구매동기를 밝히고, 연예인의복모방이 정보탐색과 선호점포유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연예인의복모방은

욕

쾌락성이나 유행혁

신성에 대한 의복 구를 반영하며, 이는 청소년의 의복구매의사결정 과
정에서 대중매체정보탐색이나 선호점포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

임을 밝혔다.75)
남수정·이은희·황혜선은 대중매체의
신체조

몰입정도가

청소년 소비자들의

건 차이지각과 신체이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후 이

들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적으로 의복구매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이 대중대체와 같은 사회
적 통념과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체
이미지가 그들의 의복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
73) 김재숙·이미숙 (2002), 연예인 모방행동이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
한가정학회지, 제 40권 4호, p.202
74) 홍혜은·나수임 (1999), 청소년의 TV 미디어스타에 대한 의복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6
호, p.38
75) 박혜선·김대성·김현숙 (2009), 청소년의 의복구매동기가 연예인의복모방 및 대중
매체정보탐색과 선호점포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 대회논문집,
Vol.2009, No.1, p.127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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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이미숙은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

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
행한 결과, TV미디어는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쳐

량

미 , TV 시청 이 많을수록 유행과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연예인을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관여도가

높을수록 유행·의복관심과 심리적인 의복의존성이 높고 연예인을 모방하
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크며 직접적인 모방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77)
신정혜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의 구매동기·정보

팅

원의 이용정도·TV의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타마케 에 의한 TV
의상의 효과를 파악하여, 구매의상결정과정의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신
세대는 TV의상을 통해 의복의 스타일·색상·유행·상표·소재 등 전반적인

억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를 기 하고 인지적 및 감정적 속성
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신세대는 TV의상에 대해 관심이 높고,

끌

TV의상이 유행을 이 어 가고, TV의상을 유행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78)

전용민은 10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영상매체 이용도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TV 시청시간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연예인의복동조, 심미성, 유행, 성형관심, 체중관심,

손

머

리 질관심, 화장관심이 모두 높았다고 하였다.79)
이연정은 N세대의 인터넷 패션상품 정보탐색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해

76) 남수정·이은희·황혜선 (2009), 청소년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따
른 의복구매행동모델: 대중매체 입과 신체조 차이지각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12권 제1호, p.123, 140
77)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
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2
78) 신정혜 (2000), TV의상이 신세대의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타마케 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11
79) 전용민 (2002), 여자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
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5

몰

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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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결과 청소년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패션 정보를 탐색하
고 인터넷 쇼핑

몰

패션제품 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80)
오별·김성남·이중민·진용미는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뷰

티관심도와 정보관심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청
소년은 뷰티정보를 탐색할 때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며 자신을

꾸미는 일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뷰티와 관련된 여러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81)

종합적으로 대중매체는 청소년에게 대중스타라는 동일시 모델을 제공

럽

하고 청소년은 이들의 패션을 자연스 게 따라하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

몰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패션 정보를 탐색하고 인터넷쇼핑 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의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

따라서 지 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경제
적 환경 및 부모의 영향, 대중매체 항목을 종합하여 국내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80) 이연정 (2000), N세대의 인터넷 패션상품 정보탐색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2~74
81) 오별·김성남·이중민·진용미 (2012), 청소년의 뷰티관심도와 정보관심이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제 18권 제 3호, p.5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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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구분

신체적 특성
개
인
적
특
성
심리적 특성

영향 요인
자기 체형 인식
신체성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연구자
고애란 등 (1997)

외모 관심

이인자 등 (2009)

또래수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복 의존성
타인 위주 의복 용
의복 동조성
자아존중감
과시성
또래유행추종
타인 위주 의복 용
부모의 쇼핑성향
월평균 가정수입
부모와의 의사소통
월평균 가계수입
월평균 용돈액수
부모의 교 수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수입
TV 미디어 스타
연예인 의복모방
대중매체 입정도
TV 의상
영상매체 이용도
대중매체 통한 정보 관심도

김희창 등 (2000)

착
착

환
경
적
특
성

사회경제적
환경

대중매체

욕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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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2003)
이나현 (2010)

빈주은 (1999)

한미숙 (2002)
고애란 등 (2000)

윤미영 (2009)
문정미 (2003)

김민정 (2001)
김지영 등 (2007)
서주형 (1995)

홍혜은 등 (1999)
박혜선 (2009)
남수정 (2009)
신정혜 (2000)
전용민 (2002)
오별 등 (2012)

3. 종합적 논의
본 장에서는 청소년 환경의 변화 과정 및 특성과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청소년을 둘러 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
소년 문화가 주류문화나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

작한 1990년대와 문화적

헤게모니가 인터넷으로 옮겨지면서 이를 주도하

는 주체가 청소년이 된 2000년대 문화 환경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
은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 5] 청소년 문화 환경 및 특성
1990년대
2000년대
미디어 중심 문화
인터넷 문화
영상·미디어가 문화현상 주도→
청소년은 인터넷 최대 이용층,

청소년은 미디어 중심 문화를
가상공동체에서 청소년 문화 형성
주도,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에 영향
‘얼짱’, ‘ 짱’열풍,
청소년들의
된 망을
나르시시 으로 분출
교양·오 비 상 , 패스트 드
시장 ,신세대 의류 시장 등의
한류열풍, 국제적 문화 공유,
대중문화 시장의 소비를
‘ 전’, ‘ ( )’ 등의 혼성화 문화
청소년이 주도

소비 지향 문화
락 승

푸

외모중시 문화
몸
억압 욕
즘
혼성적·글로벌화 문화
퓨

탈脫

1990년대 청소년 문화 환경의 특성은 ‘미디어 중심 문화’와 ‘소비 지
향 문화’로 도출되었고 이는 이 시기의 사회상과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

영한다. ‘미디어 중심 문화’는 대중문화를 통해 청소년들만의 독특하고
정체성이 뚜렷한 문화를 창조하고 이들은 문화적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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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지향 문화’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상이 반영되어 각종 서비
스 시장이나 패션시장 등이 급부상하여 이러한 소비를 청소년이 주도한
특성이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청소년 문화 환경의 특성은 ‘인터넷 문화’, ‘외모중시 문화‘,
’혼성적·국제화 문화‘로 명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문화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은 단연 인터넷으로 ’인터넷 문화‘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신인
류‘가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일방향적 TV문화에서
다.82)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쌍방향적

인터넷문화로 이동하였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며 원하는 정보

찾고 공유하며 가상공동체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창출하였다.
‘외모중시 문화’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얼
짱’과 ‘몸짱’을 동경하는 현상이 문화 트렌드로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를

2000년대 초 ‘얼짱’ 열풍이 일어났고 청소년들은 이에 반응하여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현실 공간으로부터 탈주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

편, 시간이 지나면서 연예계 진출 통로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기호

뀌 갔다.83)

소비로 의미가 바 어

‘혼성적·글로벌화 문화’는 한류가 대중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퓨

청소년들은 한류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했다. 또한 ‘ 전’

워

슈

과 같이 혼성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키 드가 이 가 되어 패션이나 전반
적인 사회, 대중문화 전반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창조되었다.

탈脫
읽 섯

82) 정재민 (2009), 청소년문화의
( )하위문화 현상에 관한 일 연구:
(Fando )문화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5
83) Pressian, (2010.06.06.) 2000년대를 는 다 가지 ‘문화 드’는 , 임경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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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

팬덤

청소년 패션
개인적 특성

외모관심
의복의존성
의복동조성
또래유행추종
자아중심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월평균 가계수입
거주지
부모의 교육수준
용돈액수

TV
인터넷
스마트폰

[그림 1]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
“

국내 청소년의 패션 관련 요인은 [그림 1]과 같이 ‘개인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져외

‘개인적 특성’ 요인은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

져 패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의복에 의존하는 현상과 심

모에 관심이 높아

리적으로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의복동조성으로 인해 또래와

슷

비 한 의복을 선호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

착

성인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 타인위주의 의복 용이나 의복을 통해 과시
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환경적 특성’ 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가계소득, 거
주지 등은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의복과 의복구매성향이 달라지
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TV나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해 청소년은 동일시 모델을 설정하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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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 모방한다. 또한 대중매체의 사회적 통념이나 기준을 내면화하여
형성된 신체이미지가 의복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
러한 요인은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문화, 패션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복 의존성은 정적 상관관계이며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2: 의복동조성과 패션관심도는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3: 월평균 가계수입과 용돈,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비성향, 거주
지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

/

가설4: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은 패션소비문
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5: 개인적 특성에 따라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6: 준거집단에 따라 추구스타일은 상이할 것이다.
가설을 토대로

Ⅲ장에서는

첫째, 국내 남자 중학생은 어떠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며 패션소비문화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고 이들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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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본 장에서는 2장의 청소년문화의 개념 및 변화과정과 청소년 패션 관
련 요인을 토대로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문화의 특성에 대해 분석
한다. 국내 남자 중학생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이들의 개인적 특성
과 환경적 특성에 대해 밝히어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과 연관성을
밝히고 유형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연관된 패션소비문화의 특성을 밝
히고 패션준거집단과 패션스타일이 어떠한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밝힌
다.

제 1절 패션소비문화
1. 개인적 특성과 패션소비문화
가설1: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복 의존성은 정적 상관관계이며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

본 연구의 심층면접 응답자의 50 는 외모에 관심을 보였고 그중 5~6

%

학년 때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50 , 중학교에

%

관심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50 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턴데요,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올라오면서

엄마가 주던 옷이 제가 맘에 안들기 시작할 때부터
” ○

원래
정확히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이 진,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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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는 5학년 살이 좀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살이 빠지면서 키로
올라가니까 키도 막 크고 그러니까 옷발이 받는 거 같았어요, 다이어
트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서” (이○성, 16세)
위의 사례는 청소년기 특성인 신체적 변화에 의해 신장이 급격히 증가

럽

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 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이다.

“5학년 때 머리도 기르고 애들보고 애들이 많이 입어서 브랜드 상표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황○혁, 16세)
“중학교 1학년 때쯤 사춘기가 온 거 같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때부터
외모에 좀 관심이 있어졌어요.” (최○민, 16세)
심층 면접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ureen (1997)은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외모와 그들
의 신체에 만족한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84)
한편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는 외모에 대부분 만족하였다. 이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대한 선행연
구85)에서 남학생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가 비례한다는 결과와 부합
하였다. 그렇지만 외모에 관심이 보통인 응답자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덜하였다.
외모에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소수였는데 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성장

벽

이 완 히 이루지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
다. 중학교 1학년 대부분

짧아진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였고 코나

G

J

D W

84) Maureen Sweeney Mac illuvray, eannette . ilson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 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 tiles
Research ournal, Vol.15, p.49
85) 정지영 (2003),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신체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혜택, p.36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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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피부,

허벅지 등이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키는 170정도에요, 키가 커야 흔히 말하는 옷발도 잘받잖아요, 기럭
지가 좀 있어야 옷발도 잘받고..” (이○진, 16세)
“저는 예상키가 170.5cm밖에 안되요, 목이상 위를 좀 줄이고 다리를
길게 하고 싶어요, 178만 되도 와~” (장○혁, 14세)
듯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 이 외모관심도가 높으면 패션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심이 높은 응답자는 패션관심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외모관심이 높지 않은 학생은 패션관심도도 보통
인 편이었다.

큼 의복에 의존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따라서 외모관심도가 높으면 의복의존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복 의존성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여부가 결정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응답자는 대체로 의복의존성을
보였다.

“막 진짜 별로인 옷 입고 나오면 얘들이 놀려요, 좀 좋은 옷 사서 입
으면 자신감이 업되고 후진 거 입으면 나가기 싫고 그래요.” (최○민,
16세)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자신감이 쪼금 생기죠,
기분이 좋아요.” (황○진, 16세)

그리고 많이

걸치면

“뭔 가 좀 어떻게 쫙 잘빠진 거를 입으면 얘들 앞에서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왠지 좀 더 브랜드 있고 예쁜 거를 사고 싶어요, 막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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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얘들이 좀 알아줘요.” (김○환, 14세)

은 안 해도 그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얼굴보단 다른 걸 꾸미
고 싶어서 그래서 옷으로 좀 돋보이려고? 일단은 튀는 거?” (조○우,
16세)

옷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하였
이렇

듯

응답자는 자신의 기준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는 의복 구매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옷을 잘 입어야 되니까, 멋있게 보이게 인기 있으려고, 옷을 잘 입으
면 좀 인기가 있어요, 옷 못 입는 거 보단 잘 입는 게 나으니까.” (최○
민, 16세)

“꾸미기 위해서, 좀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브랜드 입으면 좀 알아주
고 그런 거.” (임○혁, 16세)
“음~ 그냥

인기 많거나 간지 나는 얘들이 옷을 잘 입어요,
” ○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어서. (양 섭, 15세)

싶

“뭐라 해야 되지 음~ 막 사람들한테 뒤쳐진다고 지지 않으려고 입는
거죠, 그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이유에요 옷을 그니까 안사도 입을
수가 있는데 사서 입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꿀리
지 않아 보이려고? 나도 후줄근하지 않다, 약간 과시하고 그니까 그런
거죠, 나를 살짝 나타내고 싶은 거? 나도 이만큼 입는다.” (이○진, 16
세)

따라서 외모관심은 패션관심도에 따라 학생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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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모만족도도 달라졌다. 또한 외모관심이 높은 학생은 의복의존도
높고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외모관심과 의복

관심도 및 의복 의존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존성이 높은 학생은 의복을 통해 인
기를 얻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의복을 구입하게 된다는 사

실을 통해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복의존성은 패션소비문화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 의복동조성과 유행추종현상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범

m

의복 동조성은 의복규 (clothing nor )을 받아들이거나 그 의복규

범

범

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의복규 을 따

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려는 욕구 때문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86)의복 동조성이 청소년의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많
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심층면접 결과 응답자들은 의복동조성
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로

냈

나타 다.

슷

말로는 친구들과 비 하게

옷을 입고자하는 욕구를 동시에

옷을 입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고 친구들과

슷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친구들과 동일한 패션 스타일에 색상만 다
르게 구입한다는 패션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신이 친구들로 하여금
옷을 따라하게 한다는 응답자와 친구들을 따라한다는 의복 동조성이 높
은 응답자로 나뉘었다. 또한 친구들과 똑같이 입고 싶지만 않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옷을 입고 싶다는 응답자가 절반이었다.
비 한

“안 따라하고 싶어요, 안 따라하려고 해요,
이건(아디다스 저지) 저희 둘이 똑같이 입었어도 색깔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제일 처음 입었어요, 작년에요.” (조○우, 16세)
86) 이인자, op. cit.,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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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학생 스스로가 친구들 사이에서 패션을 주도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의복 동조성을 주도하는 응답자였다. 작년에 처음으로 반에
서 자신이 아디다스 저지를 입었다고 하였고 친구들이 색상만 다르게 구
매하여 자신을 따라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높은 패션관심도를 보였고
신체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디다스 저지) 이거는 많이 입어요, 친구들 한 7명이 모이면 5명 정
도 입어요, 이거 입으면 간지가 나던데 간지가 나고요 으쓱하고요 일
짱 막 이런 거 같고요, 근데 이런 잠바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안에
는 틀려요.” (양○섭, 15세)
슷

위의 응답자는 친구들과 비 하게 입으면

멋있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의복동조성이 높은 패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높은 패션관심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였고 높은 동조
성을 보였지만 실제로 자신이 친구들을 따라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
었다.

“친구들이 옷 입는 걸 따라하진 않아요, 그냥 유행 살짝타면서 유행
을 타긴하는데 아주 따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얘가 뭐 샀
다 이러면 그거랑 똑같은 건 사기 싫어요.” (이○진, 16세)
“옷 입는 거 따라하는 건요, 얘들 사이에서 좀 빠같아서요 , 근데 저
는 친구들 따라하려고 하면서도 그냥 괜히 또 딴 거 입고 싶고 그래
요.” (최○민, 16세)
“근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는 것보다 뭔가 좀 달라보이고 싶어요,
그냥 브랜드를 처음 보는 브랜드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는 브랜드는
너무 흔하니까 얘들이 다 노페입는데 저도 노페입으면 다똑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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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진, 16세)
위의 사례들을 통해 친구들과 너무 동일한 패션스타일은 지양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질적인 스타일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복동조성을 추구하면서도

뭔가 달라 보이고 싶은 이중

적인 속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는 브랜드보다는 처음 보는 브랜드
가 좋다거나 유행에

뒤처지지는 않으나 친구들과 동일한 브랜드는 입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현화는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현대의 청소년

들이 의복에 대해 동조성보다는 개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개성

표현을 높게 평가하는 현대 사회 문화가 청소년 집단에도 강하게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87)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슷

어느 정도 비 하지만 다른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중적인 동조
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친구들에 대한 의복동조성은 또래유행추종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
다.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해보면 의복동조성이
추종도

낮은

응답자는 또래유행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유행을 무조건 따르

기 보다는 관심이 있지만 약간 차별화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짜 막 유행인거, 아디다스 같은 것도 이번 가을에 되게 유행이었는
데 근데 그런 거는 입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어서 그냥 친
착

87) 김현화 (2007), 중·고등학생의 의복태도 및 교복 용에 대한 태도 연구, 한양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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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다 노스페이스만 입고 이런 식으로..” (최○민, 16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입는 브랜드는 너무 흔하니까 얘들이 다 노스페
이스 입는데 저도 노스페이스 입으면 다 똑같으니까, 저는 나이키 패
딩 샀어요. 친구들이 뭐 입고 다니나 힐끔힐끔 보지요, 근데 따라 하긴
싫어요, 뭔가 좀 더 특별해지고 싶어요.” (황○진, 16세)
건 유행추종을 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

위의 두 학생은 무조
고

싶어 하였는데 이들은 고학년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패션에 대한 인

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일단 가격대도 문젠데요, 그걸 입으면요 저는 유행을 많이 따라
하는 편이 아니라서, 다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요 옷이 많아져요, 옷이
많아지면요 입는 옷이 많아져요, 이제 안 입는 옷들은 거추장스러워 버
리긴 아깝고 샀는데 몇 번 안 입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유행을 안타
는 스타일로 사서 오래 입어요, 이런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이○진
, 16세)

위의 학생은 유행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함이라
고 하였다. 이 학생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성숙함을 보였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하는지는 인식하고 있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자신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에서 유행을 따르지

지만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하고

금

이 친구들 사이에서 조

더

않는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지만 경제적인 이유에서 유행을 따르지 않
는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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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유행추종과 관련된 면접 내용 중에 ‘노스페이스’는

빠지지 않고 언

급되었다. ‘노스페이스 현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등산복 브랜

딩 점퍼가 ‘제 2의 교복’이라 불릴 정도

드 ‘노스페이스’의 바람막이와 패

범

로 광 위하게 유행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민경은 노스페이스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단순히 소비행위를

넘어 패션과 유행을 경쟁적

으로 추종하는 또래문화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88)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노스페이스 현상’은 열기가 식은 상
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가 ‘노스페이스’보다는 ‘네파’가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기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스페이스가 유행할 때보다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브랜드를 선

딩 점퍼를

호한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노스페이스 패

워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까 서 입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네파나 기타 스포츠 브랜드

딩 퍼

의 패 점 를 보유한 응답자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전에는 많이 입다가 요즘에는 노페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드는 거 같
아요, 요즘엔 브랜드가 뭐 나이키, 아디다스, 네파 정도? 네파는 2PM
이 광고해서 막 잘생긴 형들이 선전하잖아요, 얘들이 진짜 멋있어 보
이니까 여자 얘들 앞에서도 기가 살고, 그리고 네파가 노페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원색이라서 좀 더 예뻐요. 광고하는 사람의 영향이 큰 것 같긴
한데 옷이 좋긴 좋아요, 얘들이 많이 입으니까 좋다고 많이들 따라 입
는 거 같아요.” (김○환, 14세)
“작년 저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많이 입었구요, 노스에 계급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노스는 평범한 패딩, 누구나 입는 패딩, 그
냥 이제는 거의 다 입어요.” (이○진, 16세)
88) 서민경 (2012),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 노스페이스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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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페보단 네파, 노페는 이제 유행 지났어요.” (최○빈, 14세)
“요즘에는 노페를 사 놓은게 아까워서 입어요, 작년 1학년 때 샀는데
그때는 인기가 쩔었죠, 거의 다 입고 얘들이, 근데 요즘엔 브랜드가 다
양해졌어요.” (임○혁, 16세)
“노페 말고 요즘은
(황○진, 16세)

네파

?

밀레나

던 이유는

노스페이스가 인기 있

코오롱보다는 네파 많이 입어요.”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

돌

연예인과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소위 노는 학생들이 포함된 패션 선도자
의 영향과 친구들과 동조하기 위함이었다.89)

네파가 유행으로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유사하다. 친구들이 입기
때문에 따라 입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아이

돌 연예인의 영향으로 인

해 입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 남자 중학생의 선호브랜드 1위는 아디다스 (7명), 2위는

네파(5명), 3위는 나이키(4명)이었다. 기타 브랜드로는 홀리스터, 밀레, 아

롬

클

베크 비, 유니 로 등이 있었다. 이렇

듯 남자 중학생은 스포츠 전문 브

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동조성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디다스가 선호 브랜드 1위인 이유는 최근 또래
사이에서 아디다스 저지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파가 2위를
차지한 이유는 노스페이스 유행 이후 남자 중학생 사이에서 선호도가 급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자 중학생은 의복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스타일은 유사 하나 색상이나 브랜드로 차별성
을 두려는 형태로 나타났다. 유행을 추종하는 학생도 있으나 자신은 특
89) 김미진 (2013), 청소년의 노스페이스 선호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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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욕구로 인해 유행을 따라하지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유행에 뒤쳐지고자 하지는 않았다.
별하고

뭔가

달라 보이고

않는다고

학생들 사이에 의복동조성이 반영된 패션소비문화 현상은 스포츠 전문
브랜드 중심으로 유행추종현상이 나타났다.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선호도
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고 브랜드 아디다스가 현재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복동조성과 유행추종현상은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
비문화에 영향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패션소비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외모관심과 의복 관심도 및 의존성은 의류를 구입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동조성과 유행추
종현상으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유행한다는 것과 학생들은 동조성을 따
르면서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색상과 브랜드를 통해 차별성을 갖기를 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 특성 중 성적과 패션소비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이나 중하위권인 학생은 패션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선호브랜드나 스타일이 뚜렷하고 유행에 민감하였다. 반면 성
적이 중위권이나 상위권인 학생은 패션관심도가 높은 학생도 있었지만
높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유행에 덜 민감한 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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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
가설3: 월평균 가계수입,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비성향, 거주 지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표 6] 응답자들의 연령, 패션관심도, 거주지, 사회경제적 환경
이름

○

패션
나이 관 심
도

학년 거주지

용돈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5~10
만원
5~10
만원
5~10
만원

의류
구입비

성적

부모님
학력

2~5만원

하위권

잘 모름

2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중
하위권
중
하위권

아
어
아
어

중위권

모름

모름

중
하위권

모름

모름

중
하위권

모름

200만원

아 지 대졸
어 니 고졸

1

최 민

16

높음

3

2

권 빈

○

15

보통

3

3

최 균

○

16

매우
높음

3

4

최 빈

○

14

보통

1

서울
관악구

2~5만원

5

황 진

○

16

매우
높음

3

서울
관악구

2~5만원

6

이 진

○

16

매우
높음

3

서울
관악구

2만원
미만

7

김 환

○

14

높음

1

서울
마포구

2만원
미만

2~5만원

상위권

8

장 혁

○

14

보통

1

서울
마포구

2만원
미만

2~5만원

상위권

9

조 우

○

15

높음

2

서울
마포구

10~15
만원

5~10
만원

중상위
권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10 차○진

15

보통

2

서울
마포구

2~5만원

10~15
만원

중상위
권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11 한○성

15

보통

2

서울
마포구

2~5만원

10~15
만원

중위권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2만원
미만
기타
(3달에
1번)
2만원
미만

버지 대졸
머니 대졸
버지 대졸
머니 고졸

버
머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학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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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수입
200~300
만원
500만원
이상
400~500
만원

500만원
이상
300~400
만원

버
머

400~500
만원

버
머

500 만원
이상

버
머

500 만원
이상

버
머
아버지

12 양○섭

15

매우
높음

2

서울
마포구

15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중위권

13 송○현

15

보통

2

대전
유성구

2~5만원

2~5만원

중위권

14 조○성

15

보통

2

대전
유성구

2~5만원

15만원
이상

중위권

15 김○민

15

보통

2

대전
유성구

2만원
미만

모름

중
상위권

16 장○준

15

보통

2

대전
유성구

2만원
미만

모름

중
상위권

17 황○혁

16

보통

2

대전
서구

2~5만원

2만원
미만

중위권

18 임○혁

16

높음

2

대전
서구

5~10
만원

2~5만원

중위권

19 장○성

16

매우
높음

2

대전
관저동

2~5만원

5~10
만원

중위권

아 지 고졸
어 니 모름

20 김○현

15

높음

2

대전
서구

2~5만원

5~10
만원

중
상위권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21 윤○형

15

높음

2

대전
서구

2만원
미만

2~5만원

중
상위권

버
머
아버지 대졸
어머니

22 김○현

15

대전
서구

2~5만원

5~10
만원

중
상위권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높음

2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대학원 졸
어 니 고졸
아 지
대학원 졸
어 니
대학원 졸
아 지 대졸
어 니 대졸
아 지
대학원 졸
어 니 대졸

머
버

500 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머

500만원
이상

버
머
버

500만원
이상

머
아버지 고졸
어머니 고졸
아버지 고졸
어머니 고졸
버
머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300~400
만원

모름

400~500
만원

모름

대학원 졸

버
머

400~500
만원

Bourdieu(1979)는 문화적 활동의 선택이 개인의 취향처럼 보이지만 사
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계층에 기반을
사회 계층 간에는 ‘구별

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짓기’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적으로 재생산

되는 것이다.90)
결과적으로 패션소비문화도 청소년의 지위집단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90) 조재현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분석, 경기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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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월평균 가계수입,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비성향, 거주 지역 등이 이들의 패션소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면접 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4.4 (1명),

%

%

200~300만원이 4.4 (1명), 300~400만원이 13.6 (3명), 400~500만원이

%

%

%

13.6 (3명), 500만원 이상이 45.4 (10명), 모른다고 응답한 수가 18.6 (4
명)였다.

[표 7]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계수입
교육수준
가계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모름

버
머

아 지 고졸
어 니 고졸

1명
1명
1명

버
머

아 지대졸
어 니고졸

1명
1명
1명

버
머

아 지대졸
어 니대졸

2명
5명

버

아 지
대학원 졸
어 니대
졸

머

버
머

아 지대졸
어 니
대학원 졸

버
머

아 지
·어 니
대 학 원
졸

1명
2명

1명

1명

모름

1명
1명

2명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계수입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월평균 가계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월평균 가계수입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월평균 가계
수입은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체로 월평균 가계수입이 적을수록 한 달 의류구입비를 적게 쓰
고 의류를 구입할 때 가격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에 대
한 관심도가 높고 의복 구매태도가 적극적일지라도 월평균 가계수입이
적은 응답자는 한 달 의류구입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월 평균 의류구입비가 높은 편이었지만
월평균 가계수입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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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패션관심도가 높은 응답자는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월
평균 의류구입비도 높았고 반면 패션관심도가 보통인 응답자는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아도 월평균 의류구입비가 적은 현상이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수입과 월 평균 의류구입비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월 평균 가계수입별 월 평균 의류구입비
의류구입비
가계수입
200만원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모름

2만원
만

미

2~5만원

1명

2명
1명
3명

2명
1명

2명

5~10만원

2명

10~15만원

15만원 이상

2명

1명
2명

모름

2명
1명

심층면접 결과 가정수입과 부모의 소비성향이 응답자의 의복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가 옷 사는 걸 엄마보고 배운 거 같아요, 엄마가 옷을 살 때 질
을 따져보고 가격대를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일단 옷을 볼때요, 디자인이
이쁘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디자인이 괜찮은데 뭔가 어눌한 건 가
격이 싼데 그것도 잘 골라야 되요, 세일할 때 가면요 되게 싸게 좋은 옷
사요, 그리고 유행 별로 안타는 것? 최대한 안타는 것, 아 그러니까 조
금 타야죠, 그래도 조금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 철 입
으면 아예 뒤바뀌어 버리는 옷은 입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유행이 바
뀌어도 한 서너 번은 입을 수 있는 옷.” (이○진, 16세)
렴

위의 사례는 월평균 가계수입이 적으면서 부모가 저 한 가격과 품질
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을 보이는 경우인데 응답자는 이러한 가계수입과
부모의 소비성향에 영향을 받아

옷을 구입할 때 가격대와 품질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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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례는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고 부모가 외모와 패션
에 관심이 많고 쇼핑을 즐기는 소비성향을 지
한 경향에 영향을 받아

닌 경우인데 응답자는 이러

옷을 구입할 때 디자인이나 색상 같이 외적인 면

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옷을 좀 잘 입으세요, 성형도 하고 보톡스 맞았데요,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에요, 다른 부모님보단 옷을 잘 입는 것 같고, 그리
고 뭐 잘 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사요. 옷 살 때는 디자인
이랑 색깔을 제일 신경 써요, 디자인은 똑같은 반팔 티보다는 좀 더 특
이하거나 브이넥같이 그냥 라운드보다는 브이넥 같은 게 좋아요.” (조○
우, 16세)

위의 사례를 통해 가계소득과 부모의 소비성향에 따라 응답자들의 의
복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의복 구매 시 실용적인 측면을 선호하고 부모가 충동적
인 소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의복구매 시 외향적인 면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였다.

응답자들은 거주지에 따라서도 패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서울과 대전의 지역 차에 따른 패션관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표 9]과 같다.

[표 9] 거주지별 패션관심도
패션관심도
거주지
서울
대전

보통

높음

매우높음

합계

5명
6명

3명
3명

4명
1명

12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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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전보다 상대적으로 패션에 관심이 높은 응답자가 많았다. 또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전 지
역 학생들은 자신들이 서울 지역보다 패션 트렌드가 뒤쳐진다는 것을 인
한 서울이 대전보다 유행이 약간

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층 면접 시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대체로 유행
에 민감하지 않았고 유행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전지역 중 유성구 학생들은 유행에

둔감한

편이었다. 이 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보다 성적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패션관심도가 보통
이기 때문에 이

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월평균 가계수입은 의류구입비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특
별히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가계수입의 학생들은 개인적인 패션관심도
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소비성향은 학
생들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서울과 대전의 유행전파속도나 스타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심층면접 과정 중 패션소비문화와 추구스타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환경보다 개인적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소득이 적어도 패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관심이
높은 학생이 있고 가계소득이 높아도 패션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
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 특성으로 인해 외모관심이나 의복
동조성과 같은 요인이 그들의 패션에 더 큰 작용을 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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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
/

/

가설4: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은 패션소비문
화에 영향을 미친다.

심층면접을 통해 대중매체 즉,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이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Ⅱ장에서 밝힌 청소년 의복 관련 요인 중 대중매체에서 특히 TV는 청

소년의 의복행동과 연예인 모방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청소년에게 동일시 모델을 제공함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그렇
지만 면접 결과 TV는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V를 통해 패션 정보를 얻거나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락

욕구가 생기기보

다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오 프로를 보는 의도가 더 많았다. 또한
연예인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있었
다.

검색하거나 쇼핑을 한다는 응답자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반면 인터넷을 통해 패션 정보를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본다고 하였다. 면접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여가시간을 PC방에서 인터
넷 게임을 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웹서핑을 즐긴다는 응

답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인터넷을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
다는 응답자는 대다수였다.

- 59 -

[표 10] 인터넷 활용과 중요성에 관한 문항
웹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인터넷 하는
시간이 즐거움
인터넷을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명

6명

4명

8명

1명

7명

9명

5명

“저는 신발 살 때 뭐지 다 치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리복이면 리복
직텍 이렇게 치면 네이버에 지식쇼핑 들어가서 지마켓이랑 인터파크
이런데도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요 특
히 신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훨씬 좋더라구요.” (김○환, 14세)
“옷 사러 가기 전에 미리 찾아봐요, 뭐 그냥 블로그나 그런데서 후
기 같은 거, 인터넷에서 찾을 때는 사고 싶은 이름을 그냥 검색해요, 네
이버 지식쇼핑 같은데서요.” (한○성, 15세)
“신세계몰이나 11번가 많이 가요,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진 않고 옷
살때만 가끔? 를 들어 하루에 한번 씩 이벤트하는 거 사기도 하고 기
능복 같은거 집업이나.” (황○혁, 16세)
“옷 살 때 정보는 인터넷에서요 많이 찾아요, G마켓이요, 종류가 많
아서 근데 여기서 보기만하고 매장 가서 사요.” (권○빈, 16세)
“인터넷 쇼핑몰도 가요, 아보키 같은데나 11번가, G마켓 거기에 옷치
면 많이 나와요, 아보키는 좀 싸고 진짜 이뻐요 모델도 괜찮고, 인터넷
쇼핑은 장바구니에 계속 담아놓고 거의 매일해요, 결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번에 한 2~3만원 정도 써요.” (최○균,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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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요 올해 패션이 뭔지 봐요 요즘에 뭐가 뜨
고 있나, 또 그냥 면반바지 같은 게 만약 필요하면 검색해보고, 지마켓
이나 즐겨찾기에 있는 쇼핑몰.” (조○우, 16세)
위의 사례들을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예비로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며 직접 인터넷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검색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사이트
에 들어가서 제품의 정보를 얻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로는 종합
적으로 패션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G마켓이나 11번가, 네이버 지식쇼핑
등을 선호하였다. 또한 인터넷 전문쇼핑몰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G마켓이나 11번가를 이용하는 응답자수보다 적었다.
특히 남자 중학생은 패션 아이템 중 신발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특정 제품명을 검색하여 가격비교를 통해 저
렴한 것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구매할 의향이 있는 제품의 이름을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활용여부에 대해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

우선 스마트폰 보유자는 77 (17명)정도였고 이들은 모두 카카오 톡을

께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카카오스토리를 함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핸드폰으로 쿠키런, 카카오톡, 카스91) 같은 걸 해요, 또 인터넷 아프
리카TV나 네이버웹툰도요, 카스에는 사진하고 글올릴때도 있고. 글올리
는 거는 얘들이 관종92) 이라서요. 사진은 셀카 아니면요 그냥 자기들 어
디 놀러갔다 그런거요 뭐 먹는 것도 올리고 자랑하던데.” (조○우, 16세)
줄

91) 카카오 스토리의 임말
92) ‘관심 받고 은 종자’의

싶

줄임말로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의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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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SNS, 메신저, 카톡 같은거나 아프리카 TV같은 것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요, 뭐에 관심이 생기면 매번 바뀌는 거에요.” (최
○민, 16세)
“네이버 웹툰 앱으로 웹툰 많이봐요, 그리고 게임 젤 많이 해요, 카
카오게임 같은 거,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대화내용은 그냥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나 얘들이 시비 붙이려고 카카오스토리 캡쳐해서 올리고
얘들 사진 올리고 공유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찍어서 그거 올려서
놀리고.” (한○성, 15세)
“스마트폰은 카톡이랑 게임해요, 옷 정보는 별로 안 찾아보고요. 게
임은 그냥 레벨 올라가는 베틀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카톡
대화방 만들어서 한명 정해서 욕하고 놀아요, 그냥 심심해서요.” (권○
빈, 16세)

“카카오톡해요, 카카오스토리에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카카오게임
도 해요, 옷 정보 알려주는 거 카카오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해
요, 근데 이건 다른 얘들은 별로 안해요.” (최○균, 16세)
위의 사례들을 토대로 남자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알 수 있

버

는데 카카오 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나 네이

웹툰, 카카오 게임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들은 주로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사진을 올리
거나 글을 올리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패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유하는 현상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카카오스타일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
션 정보 제공 및 판매하는 모바일 패션

컨텐츠인데 이를 활용하는 응답

자는 한명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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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자 중학생은 스마트폰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패션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밝혀졌고 스마트폰은 패션에 관련된 행동보다는 다

른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보다는 인터
넷이 패션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절에서는 국내 남자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

봄

문화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의 관계를 살펴 으로써 몇 가지 특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외모관심도와 의복관심도 및 의복의존성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 이러한 특성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외모와 의복관심도가 높은 학생은 의복의존성 또한 높았고 이
들은 의복을 통해 인기를 얻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의복을 구매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의복 동조성과 유행추종현상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의복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경향을 보였고 색상이나 브랜드를 통해 차별성을 강조하고 하였다.
또한 현재 아디다스와 네파 등과 같은 스포츠 전문 브랜드를 중심으로
유행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또래집단에

승인되고 싶은 욕

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적 특성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았고 월평
균 가계수입이 높은 학생은 한 달 의류구입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월평균 가계수입이 500만원 이상은 학생은 패션관심도에 따
라 한 달 의류구입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소

쳤

비성향은 학생의 패션소비에 영향을 미 는데 부모가 경제적인 소비를
하는 학생은 의복 구입 시 가격대와 품질을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반

닌 경우의 학생은 의복 구입 시 디자

면 부모가 쇼핑을 즐기는 성향을 지

인과 색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패션소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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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서울은 패션관심도가 높은 학생이
대전보다 더 많았고 유행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환경 중 인터넷은 패션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TV나 스마트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패션정보를

검색하고 쇼핑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쇼핑하

기 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많았고 인터넷 사이트
는

G마켓과 11번가, 네이버 지식쇼핑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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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가설5: 외모관심도, 패션관심도, 신체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달라질 것이다.

1) 패션준거집단
범

준거집단은 개인에게 규 이나 정보, 평가의 기준 등을 제공하거나 동
일시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가치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
치는 집단이다.93)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패션준거집단이 상이하였고 특별한 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 있었다.

“옷 스타일 따라하고 싶은 연예인은 음,, 정준영, 모델? 키크고 멋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잘 생겼고 외모스타일이 맘에 들어요, 옷도
잘입고요.” (최○균, 16세)
위의 학생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패션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입으면

멋있어

옷을

잘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뚜렷한 패션준거집단과 추

구스타일이 존재하였다. 이 학생의 패션준거집단은 연예인 정준영으로

m 몸무게 65kg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 신체만족도는
보통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보통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려고 복싱
키가 184c ,

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준거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
93) 이령경 외 (2010), 청소년 소비자의 명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준거집단의 영향, 한
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 10권 3호,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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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준영의 패션스타일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외모나 신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 자신은 그냥 평범한 거 같아요 만족 못해요 만족하고 싶어요.
살빼고 싶어요, 운동은 좀 쌔보이려고 해요. 복싱을 다니니까 좀 슬림
하면 쌔보이고 그런거 같아요, 주변에 몸 좋은 얘가 많은 데 걔네는 좀
멋있어보여요. 따라하고 싶은 연예인은 소지섭이요 잘생기고 몸도 좋
아서요, 나중에 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최○민, 16세)
위의 학생 역시 외모에 관심이 많고 패션관심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

옷을 보게 되니까 옷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신체만
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약간 통통한 편으로 살을 빼고 싶어 하였다.
몸매가 좋은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거집단으로 몸매가 남성
람을 볼 때

적인 연예인 소지섭을 언급하였고 패션스타일보다는 신체이미지에 중점

벽

을 두고 있었다. 신체가 완 하면 어떠한 패션스타일이라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살을

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두

학생은 패션스타일보다 신체이미지를 선호하여 준거집단을 설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딱 봤을 때 멋있다 정도 저가 보기엔 김수현 인거 같아요, 그냥 뭐
랄까 옷핏이요 되게 잘받아요 얼굴도 잘 생겼어요 키도 크고 딱 연예
인이죠. 그리고 거의 다 뭐 근데 옷을 되게 잘 입는다 하는 얘는 지드
래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잘 받는 연예인은 음 정장스타일은 키
큰 사람이 잘 받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광수가 키큰데요, 옷으로만 봤
을 때는 이광수가 딱 맞는 거 같아요 길이가.” (이○진, 16세)
위의 학생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준거집단이 다
양하였고 선호하는 이유도 다양하였다. 신체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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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허벅지가 두꺼워져서

불만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키? 170정도
밖에 안되서, 이제 키가 커야 흔히 말하는 옷발도 잘 받잖아요. 기럭
지가 좀 있어야 옷발도 잘 받고 그리고 저가요, 운동을 해서 다리에 허
벅지에요 허벅지가 좀 두꺼워요, 원래는 좀 그저 그랬는데 많이 좀 두꺼
워졌어요.” (이○진, 16세)
위와 같은 자신에 대한 신체인식으로 인해 연예인 김수현이 준거집단

둔 준거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평범하지 않은 패션스타일로 인해 항상 패셔니스타로 지목되는 연예
이라 하였다. 이는 신체이미지에 중점을

인인 지드래곤을 준거집단으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추구스타
일에 가장 부합하는 연예인으로 이광수를 업급하였다. 키가

커서 자신의

추구스타일인 정장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면접 대상자 중 패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편이고 패션
에 대한 인식 역시 높기 때문에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도 다양하고
선호 이유가 명확하였다.

“연예인 중에 추구스타일은 지드래곤이에요, 이번 여름 방학에 피어
싱 하려구요 그냥 피어싱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 부터 지드래
곤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안 입고 알록달록하거나 디자인이 특
이한 거 입어서 제일 튀어서 좋아요, 그리고 모델 이수혁이요 키도 크
고 다리도 길고.” (조○우, 16세)
위의 학생은 외모관심과 패션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옷으로 기분을 표

현한다고 하여 의복 의존성도 높은 성향을 보였다. 준거집단으로는 지드

범

래곤을 언급하였는데 패션스타일이 평 하지 않고 알록달록하거나 디자

- 67 -

싱

인이 특이하고 피어 과 같은 특이한 악세사리를

착용하기 때문에 선호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모델 이수혁을 준거집단으로 언급한 이유는
신체이미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굴

만족하지 못하는 편으로 얼 보다는

옷을 통해 돋보이려는 노력을 한다

고 하였다.

“저는 아담갤러거요, 그냥 패셔니스타에요 저도 저렇게 입고 싶지만
아직 몸이 들커서요, 그냥 딱 좋아하는 거는 깔끔한 거 그런 심플한
스타일.” (양○섭, 15세)
위의 학생은 외모관심과 패션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옷은

행복하려고

싶은 부분
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준거집단은 다른 학생과는 달리 해외 인물로 뉴
욕 패션 블로거인 아담 갤러거를 언급하였다. 아담갤러거는 패션블로거
이자 스타일리스트, 모델, 포토그래퍼로서 패션 코디 능력이 뛰어나고 색
조합이 완벽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학생의 추구스타일 역시 이와 비슷한 스타일로 준거집단과 추구스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신체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고치고

타일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가 패션준거집단을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V가 없어서 연예인은 잘 모르겠고 야구선수요, 아~ 잘생긴 야구선
수요 그냥 D MB 보면서 멋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아~ 뭐라 해야
되지, 허벅지가 두껍고 안에 검정색스타킹이 있잖아요, 다리를 걷고 입
으면 흰색이랑 잘 매치가 되지요, 아~ 그러니까 그냥 외모가 멋있고 얼
굴 잘생긴 선수에요, 엘지트윈스에 이대형 선수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드래곤이요, 개성있잖아요, 화려한 스타일 이고.”
(김○환,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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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생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보통이고

옷을 잘 입으면 친

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준거집단은 야구선수
이대형과 지드래곤이라 하였다. 야구선수 이대형은 신체이미지가 이상적

찬

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드래곤은 다른 학생들과 마 가지로 화려한
스타일 때문에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빅뱅 태양 스타일 따라하고 싶어요, 그냥 그 무대의상 같은 게
튀고 멋있고 액세서리도 크게 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샤이니 태민 도 멋있어요 스키니해서 , 이종석 도 괜찮은 거 같
아요 키도 크고 옷발도 잘받고 .” (한○성, 15세)
위 사례의 학생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보통이며 악세사리를 중
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준거집단은 가수 빅뱅의 태양이라고 하였
고 화려한 악세사리와 화려한 무대의상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가수 샤

탤런트 이종석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선호한다고 하
였다. 이 학생은 스키니 팬츠를 평소에 즐겨 입고 선호하는데 스키니 팬
츠가 잘 어울리는 신체적 조건을 샤이니의 태민과 이종석이 갖고 있기
이니의 태민과

때문이다.

“로이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패션이 정장스타일이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약간 20~30대 정장스타일? 그냥 깔끔한 게 좋아해
요, ” (권○빈, 16세)
위의 학생은 외모관심도 보통이며 패션에 대한 관심도 패션관심도가
높은 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많이

꾸미는 편은 아니지

만 추구스타일과 준거집단은 명확하였다. 이 학생은 학생처럼 보이는 것
이

싫다고 하였고 따라서 정장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준거집

단은 로이킴이었는데 로이킴의 무대의상이 주로 정장스타일이 많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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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였다.

금

지 까지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는 학생들의 면접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연관된 패션준거집단의 특징들
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외모관심도와 의복관심도가 높으면 준거집단이 존재하였고
이들 중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대체로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이 일치하고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여 준거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반대
일 경우에는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체적
으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인물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
다.

두 번째로 이들이 준거집단을 선택한 원인은 신체이미지가 이상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패션스타일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체이미지가 이상적인 준거집단으로는 정준영,
소지섭, 김수현 등이 있고 패션스타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준거집단으
로 선정된 인물은 지드래곤이나 아담 갤러거, 로이킴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빅뱅의 지드래곤은 다수의 학생들이 패션준거집단으로 선
택하였고 화려하고 독특한 패션스타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드래

셔

곤은 패 니스타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의 패션스타일은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스타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명확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친구들끼리 동조성이
높아 패션준거집단이 또래집단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뭐 연예인이 멋있다거나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나 스타일은 딱히
없어요 저는 청바지랑 후드 집업 패딩도 입어요 그냥 이렇게 깔끔한 스
타일이요 어두운색 좋아하고.” (김○현, 14세)
“멋있다고 생각되거나 따라하고 싶은 연예인은 없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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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셔
냥

스키니 좋아해요 스키니 티 츠, 후드 집업 같은거 좋아해요 잘 입
구요 무 색 좋아해요 그리고 그 무난해서요. (장 준, 14세)

채

” ○

위의 사례의 학생들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보통이며 자신의 신
체에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연예인에 관심이 많지 않으며 의복 동조성 또
한 높지 않았다. 따라서 추구스타일은 존재하지만 패션준거집단은 존재
하지 않았다. 이들은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인터넷으로는
주로 게임을 한다고 하여 대중매체가 패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뚜렷
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연예인 잘 몰라요,

얘

닌
죠 저희가 워
옷

전 관심이 없어서 다른 들은 아 데 저희
가 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다른 들은 좀 관심이 많 ,
구선수 좋아하는 데 그 좋아하는 거지
스타일을 따라하고 은
아니에요, 근데 요 인피니트가 인기 많은
거 같아요. 친구들이
입는 것도 많이 안 따라해요. 다른 들한 관
심이 없어서, 근데 다른 들은요 지네들끼리 많이 따라하는 거 같아요.

얘

낙 넷이 다니다 보니까 축
냥
싶 건
즘
옷
얘 테
얘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무난한 거, 깔끔한 거나 캐주얼한 거?
넷 다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그냥.”(송○현, 15세)
위의 사례의 학생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 모두
다. 연예인에 관심이 없고

축구선수를

낮은 경향을 보였

좋아하지만 패션스타일을 따라하

싶은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옷 입는 것을 따라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이 다니는 친구 4명끼리는 스타일이 비슷
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또래집단이 준거집단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들은 스타일이 모두 비슷하였다.
고

위의 사례들과 같이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래집단이 패션
준거집단인 경우의 학생들은 패션준거집단이 유명인인 학생들보다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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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서울 지역보다 대전 지

역이 뚜렷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서울 지역 학생들은 대체
적으로 뚜렷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년별로 준거집단을 비교해보면 1학년은 6명 중 1명, 2학년은 9
명 중 2명, 3학년은 7명 모두가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로써 학년
이

올라갈수록 뚜렷한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학년은 의복동조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고 또래집단이 패션준
거집단 역할을 하는 현상을 보였다.

금

지 까지 사례를 통해 응답자들이 밝힌 패션준거집단을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패션준거집단이 또래집단인 경우를 제외한 유명인을 언
급한 경우만을 선정을 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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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남자 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
응답자

선호 이유

1

신체 이미지,
패션스타일 선호

패션준거집단

[사진 1] 연예인 정준영, 패션모델

2

신체 이미지 선호,
매력적인 외모

[사진 2] 연예인 소지섭

매력적인 외모,
신체 이미지 선호

3

[사진 3] 연예인 김수현, 이광수

패션스타일 선호

[사진 4] 가수 빅뱅의 지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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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이미지 선호,
매력적인 외모

[사진 5] 패션모델 이수혁

4

패션스타일 선호

[사진 6] 가수 빅뱅의 지드래곤

5

패션스타일 선호,
추구스타일과 동일

[사진 7] 패션블로거 아담 갤러거

6

신체이미지 선호

[사진 8] 야구선수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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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빅뱅의 지드래곤

패션스타일 선호

7

패션스타일 선호,
추구스타일과 동일

[사진 9] 가수 샤이니의 태민

8

패션 스타일 선호,
추구스타일과 동일

[사진 10] 가수 로이킴

9

신체 이미지 선호

[사진 11] 연예인 하정우

- 75 -

10

패션스타일 선호,
추구스타일과 동일

[사진 12] 가수 샤이니

면접 대상자 총 22명 중 10명이 유명인을 패션준거집단으로 언급하였
다. 이들이 패션준거집단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체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키가 크
고

옷 핏이 잘 받는 것과 같은 신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은 선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패션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빅뱅의
지드래곤으로 화려한

튀는 스타일과 독특한 헤어, 피어싱 등과 같은 악

세사리가 좋다고 하였다. 지드래곤을 패션준거집단으로 선정한 학생들은
추구스타일과 지드래곤의 패션스타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의 패션 스타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패션준거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추구스타
일과 스타의 패션스타일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키니

팬츠를

즐겨 입고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는 학생은 패션준거집단으로

돌 가수인 샤이니를 선택하였다. 또한 심플하고 댄디한 캐주얼 스타
일을 선호하는 학생은 해외 블로거 겸 패셔니스타인 아담갤러거를 패션
아이

준거집단으로 선택하였다.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기 않는 학생들은 대체로 연예인에 관심이 없거
나 또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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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추구스타일
가설 5: 외모관심도, 패션관심도, 신체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6: 준거집단에 따라 추구스타일은 상이할 것이다.

듯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준거집단이 상이하 이 패션 추구스타일도

응답자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외모관심도, 패션관심도, 신체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이들의 패션 추구스타일은 결정되었다. 패션
추구스타일은 트레이닝 스타일, 정장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더라도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의 스타일을 보였고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과 브랜드

랐

도 달 다. 또한 추구패션스타일과 준거집단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다.

(1) 트레이닝 스타일
“추구스타일은 그냥 얘들 입으니까 유행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얘들
이랑 막 비슷한 거 입고 츄리닝 스타일, 그냥 간단하게 트레이닝 복
편한 옷, 아디다스 저지랑 잠바, 바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뀌진 않았는데 요즘 쫌 청바지
도 입고 그래요 노란색이나 빨간색 좋아해요 어두운건 별로에요 요즘 그
냥 너무 많아서 옷 살 때는 검정이나 어두운 걸 사고 가끔 밝은 색으로
포인트 줘요.” (최○균,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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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트레이닝 스타일 (2013.0516. 최○균 학생 제공)
위의 응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츄리닝 스타일이라고 표현하

였고 트레이닝 복을 위주로 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패션관심도와 외모관심도가 높고 의복동조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추
구 패션스타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디다스의 트레이닝 복과
같은 아이템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의 패션준거집단은 연예인 정준영으로 이상적인 신체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학생은 패션준거집단과 추구패션
스타일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은 신체가 이상적이
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패션준거집단으로 선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동

슷

조성이 강해 친구들과 비 한 스타일을 연출하고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밝은 색으로 선호하고 어두운 색으로 기본으로 하여 의복을 구입
하고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것으로 보아 패션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트레이닝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여
유행에

뒤처지거나 패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

하는 트레이닝 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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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츄리닝 스타일 좋아해요 카파츄리닝 같은거요 제가 허벅지
가 굵으니까 다리가 얇아 보이고 싶어서, 아니 허벅지라기 보단 다리전
체가 얇아보여서 좋아요. 패션 브랜드는 카파 좋아해요, MLB 모자도 멋
있어요, 뉴에라요, 뭔가 조금 이런 브랜드는 다른 상품보단 메이커 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여겨 보여지게 되구요 다른데 보단.” (김○환, 14세)

[사진 14] 트레이닝 스타일 (2013.05.15. 김○환 학생 제공)
위의 사례의 학생도 트레이닝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 학생은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패션준거집단

건

으로는 야구선수를 선택했는데 신체적인 조 이 마음에 들고 패션스타일
도 따라하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구패션스타일로 트레이닝 스타일

팬

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특히 브랜드 카파의 트레이닝 츠를 선호하였고
자신의 단점인

굵은 허벅지를 커버할

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볼 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였

똑같이 트레이닝 스타일을 추구하여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동조성이 높기 때문
이고 다른 학생은 신체적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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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장스타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약간 20~30대 정장스타일? 그냥 깔끔한 거 좋아
해요, 그냥 학생 같은 건 싫어요 그러니까 정장스타일이 좋아요. 지금 입
고 있는 더플코트 스타일, 코트는 뱅뱅이랑 하나는 뭐지 에드윈꺼 있어
요, 브랜드는 뱅뱅 좋아해요. 남색이랑 검정색 어두운 색깔 좋아해요 괜
찮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띄지 않고 튀지 않으니까요.” (권○빈, 16세)
위의 사례의 학생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숙한 정장스타일을 추구한다
고 하였다.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는 보통이었지만 신체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키가 크고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패션준거집단은 가수 로이킴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무대의상이 주로 정
장스타일이므로 이러한 스타일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은 패션
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이 일치하는 현상을 내었다. 패션 아이템으로는
어두운 계열의

코트나 자켓, 청바지보다는 면바지를 선호하였다.

[사진 15] 정장 스타일 (2013.05.16. 권○빈 학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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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추줄근하게 네추럴하게 추리닝 그런거보단
요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잘 안받는 스타일이요 그니까 정장 수트?
근데요 요즘 이 스타일이 학생들로 많이 내려 왔어요 거의 얘들이 거
의 많이 입고 다녀요 근데 코트나 수트가 왜 좋냐면요 유행을 안타잖
아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유행 안타고 어느 정도 멋을 낼 수 있는
그니까 유행을 안타면서도 살짝 꾸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수
트랑 정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같아요. 막 코트나 수트 말고도 다
르게 꾸밀 때는 막 이것저것 입어요 V넥에 가디건 입을 때도 있고 뭐
평범한데 그래도 좀 뭐랄까 단정해보이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뭐 그
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저는 살짝 짙은 색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색, 남색 계열? 근데 밝은
것도 좋아하는데요 밝은 걸 입을 때는 확실히 밝거나 아님 그저 그렇거
나 확실히 밝은 계열이 아니면 전 밝은 걸 안 입어요 비싼 옷 산다고 했
을 땐 어두운 계열로 사요. 지금은 정장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살짝 츄
리닝이나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던 거 같아요, 1~2학년 때 뭐릴까 거의
그냥 츄리닝 같은 거 후드나 그런 거 많이 입었고 후드를 제일 많이 입
었죠.” (이○진, 16세)
위 사례의 학생도 정장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 학생은 외모관심도와
패션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키가 작고 운동을 하여
다고 생각하여 신체만족도는

낮은

허벅지가 두껍

편이었다. 따라서 정장스타일을 추구

하지만 자신에게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트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꾸몄다는

낌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 이 학생은

느 을

패

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는
다른 학생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히 학생같이 보이고
않아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스타일의
해 이를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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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지

클래식함으로 인

패션준거집단에서도 이 학생의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에 비해 패션준거집단이 많았고 선정한 이유도 다양하
였다. 그 중 연예인 이광수는 정장스타일에

걸 맞는 이상적인 신체조건

을 갖고 있어 준거집단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셔

또한 이 학생은 중학교 1,2학년 때는 트레이닝 복이나 후드티 츠 등
과 같이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많이 입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추구스

뀐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일이 정장스타일로 바

결과적으로 추구스타일이 정장 스타일로 동일하여도 이 스타일을 추구
하는 이유는 학생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례의
학생은 성숙해보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정장스타일을 선호하고 두 번
째 사례의 학생은 정장스타일이 유행을 타지 않고

꾸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준거집단도 상이하였다. 하지만 두
학생은 3학년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3) 캐주얼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코트 같은 거에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에요, 그냥
보기에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요. 이번에 겨울 겉옷 많이 산 거 같
은데 한 5개, 코트 2개있고 야상 2개, 노페 하나랑 코트하고 야상은 지
오다노 꺼 샀어요.
지오다노 꺼 디게 좋아해요 지오다노께 심플하고 좀 제 스타일이에요,
코트 하난 검정색이고 하나는 남색, 야상은 남색이랑 카키, 옷이 거의
어두운 계열이에요. 남색 좋아해요, 검정하고 검은색은 좀 누추해 보일
때도 있는데 남색이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최○민, 16세)
위의 사례의 학생은 패션관심도가 높지만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
였다. 따라서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보다는

깔끔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디다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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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하였고 베이직 캐주얼인 지오다노와 같은 브랜
드를 선호하였다. 색상도 튀지 않는 어두운 색 계열을 선호한다고 응답
은 브랜드는 입기
하였다.
이 학생의 패션준거집단은 소지섭이었고 선호하는 이유는 외모적인 부
분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원인은 학생이 신체적으로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

여 신체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패션준거집단으로는 신체적
으로 이상적이라 여기는 연예인을 선택하였고 추구스타일은 현실적인 면
을 고려해

튀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두운 계열

의 베이직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무난한거, 깔끔한거, 캐주얼거? 넷
다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그냥 가디건이나 스웨터, 후드티도 가끔 입어

요, 스키니는 안입어요 아 못입어요.
근데 교복이 전 편해요, 근데 교복이 없다면 에 신경을 더 써야 .
청바지에 반 티에 바람막이나 남방도 입어요여름 반바지에 반 티,

옷

팔

엔

”

브랜드는 디키즈, 아디다스, 나이키, 케이스위스 같은 거 입어요.
(송 현, 1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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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죠

[사진 16] 캐주얼 스타일
(2013.02.08. 송○현, 조○성, 김○민, 장○준 학생, 연구자 촬영)
위의 사례의 학생도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이 학생은 패션관심
도가

낮은 편이고 외모에도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

행에도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의복동조성은 높은 편이었기 때문

던 친구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위 사진과 같이 다들 비슷한 캐주얼 스타일을 착
용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캐주얼 아이템인 가디건, 후드티 등을 즐겨 입
는다고 하였고 스키니 팬츠는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복이 사복보다
에 인터뷰를 같이 진행했

더 편하다는 말을 통해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
브랜드로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키즈, 아디다스 등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심플 깔끔한 거, 그니까 좀 청바지 패딩? 후드티도 입고요 저는 막
화려한 거는 안 좋아하고 깔끔하고 이쁜 거 좋아하는데 유행안타는
거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메이커 좋아합니다, 데상트, 노
스페이스,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이런거는 안 좋아하고 나이키, 뉴발란스
같은 거 좋아해요.
에는 교복에다가 저지만

봄

걸쳐요. 남자가 스키니진 입으면 꼴불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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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저는 거의

일자바지 입죠.” (임○혁, 15세)

“바지는 검정 스키니나 겨울에는 그 니트라 해야되나 셔츠에 가디건
도 입고요, 봄은 청바지에 마이, 브이넥 도 여름엔 필수죠 봄에는 데상
트 많이 입어요, 오버하지 않고 가볍게 입는 편을 좋아해요. 블랙야크도
입어요, 제가 셋 중에 제일 옷은 잘 입는 거 같습니다.
봄에는 검정색을 많이 입어요. TV보니까 이번년도 봄 유행은 검정색
이라고 그리고 검정색이 햇빛을 흡수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막 봄 들어
섰을 때 쬐끔 추울 때 TV에서 가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랬어요.” (이
○성, 15세)
“겨울엔 그냥 청바지 입고 니트 같은 거 입거나 야상이나 패딩이요.
봄에는 청바지 주로 입고 여름에는 짧은 베기 바지나 반바지 주로 입
어요. 저는 스키니진 도 입어요. 리바이스 좋아하고 캘빈도 좋아해요. 저
는 메이커 티나는 거 좋아합니다.” (황○혁, 15세)
위의 사례들의 학생들은 3명이 친구관계이며 모두 캐주얼 스타일을 추
구하지만 주로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이나 선호하는 패션브랜드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명이 패션관심도가 모두 높은 편이
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학생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유행을
타는 것보다는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패션브랜

드로는 나이키를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좋아하는 색상도

검정색으로 튀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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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캐주얼 스타일 (2013.05.16. 이○성 학생 제공)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유행에 관심이 많고 TV를 통해 유행 트렌드를
살피기도 하는 행동을 보였다. 자신이 친구 사이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다고 생각하였고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도 계절마다 다양하게 언급하였
다.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검정 스키니진이나 브이넥 티셔츠와 같은 것을

옷을 구매할 때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하였다. 패션 브랜드로는 데상트나 블랙야크 같은 스포츠 전문브
즐겨 입는다고 하였다.

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학생의 경우에는 3명 중 가장 브랜드를 중시하였다. 패션 브랜

캘빈 클라인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친구들이
명품이라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옷을 구매할 때

드로 리바이스나

잘 안 입고
브랜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패션아이템으로

는 스키니 진이나 베기 바지 등을 주로 입는다고 하였다.

“바지는 스키니 바지를 즐겨 입고 또 위에는 밝은 색깔의 티를 입
는 것을 좋아해요. 여름엔 반바지에 남방셔츠를 넣어 입는 것도 즐기는
편이에요. 반바지는 스키니 5부 정도에요. 그리고 제가 마른 편이라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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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차○진, 15세)

니

“그냥 스키니? 스키니 입어요 후드티에 스키니 바지 이런 스타일?
한마디로 상큼한 스타일? 스키니는 다리가 길어보여서 좋아요. 너무 마
르면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고 저희는 스키니 입기에 적절한 거 같아요.”
(한○성, 15세)

[사진 18] 캐주얼 스타일 (스키니진)
(2013.05.17. 차○진, 한○성 학생 제공)
위 사례의 두 학생은 스니키진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친구 사
이로 둘 다 패션관심도가 높은편이고 외모만족도가 높았다. 키가 큰편이
고 체격이 호리호리한 편이라 스키니진이 잘 어울리는

몸매였고 자신들

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패션준거집단으로는 가수 샤이니를 언급하였

뷔 초부터 형형색색의 스키니진 패션으로 화제가 되었

는데 샤이니는 데

고 스키니진을 남성 사이에서 보편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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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

명은 자신이 샤이니와 비 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솔직히 저는 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고 어디가도 튀
는 스타일, 근데 막상 또 입고 나가면 쪽 팔려요, 근데 그냥 좋아요, 좋
아서 나갔는데 입고 나가면 쪽팔려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 자신
이 없으니까 얼굴보단 다른 걸 꾸미고 싶어서 그래서 옷으로 좀 돋보이
려고?” (조○우, 16세)

[사진 19] 트렌디한 캐주얼 스타일 (2013.05.17. 조○우 학생 제공)
위 사례의 학생은 패션관심도가 매우 높고 외모에 관심도 많은 편이었
다. 그렇지만 외모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따라서
이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옷을 통해 자신을 돋보

튀는 스타일이 좋다고 하였고 색상도

화려한 편을 선호하였다. 동조성이 높지 않고 자신이 패션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주고 한다고 언급하였다.
패션준거집단도 화려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대표적 스타인 지드래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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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범

이 학생은 악세사리에도 관심이 많고 운동화도 평 한 운동화보다는

깔

한정판같이 특별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발을 색 별로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옷을 입을 때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라고 하였고 모자를 착용

하는 것을 선호하고 스키니 진을 주로 입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딱 좋아하는 거는 깔끔한 거 그런 심플한 스타일, 봄에는 남
방이랑 스키니나 일자바지입고요, 여름에는 V자 티셔츠에 면 반바지
입고 츄리닝 바지는 가끔 입고요, 좀 붉은 색 좋아해요 브랜드는 아디다
스 좋아해요, 요즘에 아디다스 저지가 유행인데 간지 나요 이거 입으면.”
(양○섭, 15세)

[사진 20] 캐주얼 스타일
(2013.05.15. 양○섭 학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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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학생은

깔끔하고 심플한 캐주얼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였

다. 패션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패션준거집단이 추구스타일과 일치하는
형태를 보였다. 패션준거집단으로는

깔끔하고

심플한

댄디

캐주얼 스타

일을 연출하는 해외 패션 블로거인 아담 갤러거를 언급하였다. 색상은

붉은 색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패션브랜드는 아디다스를 선호한다고 하였
는데 이는 또래사이에서 아디다스 저지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아이템을 입으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여 의복 동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캐주얼 스타일은 트레이닝, 정장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추구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었고 개인
마다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캐주얼 스타일은 패션관심도나 유행 민감도, 신체만족도 등에 따라 베

뉘

이직하거나 트렌디한 성격으로 나 어졌다. 패션관심도가

낮고

유행 민

낮은 학생들은 캐주얼 스타일이라 해도 기본적인 청바지, 후드
티, 패딩점퍼 등과 같은 아이템을 주로 선호하였다. 반면 패션관심도가
높고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은 스키니 진이나 V넥티셔츠, 악세사리 등과
감도가

같은 좀 더 트렌디한 아이템을 선호하였다. 특히 스키니 진을 학생들은
신체만족도가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남자 중학생의 추구스타일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선호 아이템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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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
추구스타일
1

2

트레이닝
스타일

정장 스타일

나이

최 균

○

16세

김 환

○

14세

○

16세

권 빈

3

4

이름

이 진

○

16세

선호아이템
상하 트레이닝
세트, 아디다스
저지
트레이닝 복,
MLB모자,
카파 츠
더플 트,
면바지

팬
코

정장 수트,
트

코

연예인 정준영

×

야구선수
이대형, 가수
지드래곤

○

가수 로이킴
연예인 김수현,
이광수
가수 지드래곤
연예인 소지섭
연예인 하정우

○
○
×
×
○

5
6

최 민
황 진

○
○

16세
16세

7

양 섭

○

16세

8

○

일자 청바지,
남방, 아디다스
저지

장 혁

14세

후드티, 청바지

특별히 없음

14세

후드집업,
패 점 ,
청바지

준거집단
없음

특별히 없음

준거집단
없음

14세

청바지, 후드티

특별히 없음

15세

청바지, 후드티
청바지, 가디 ,
후드티
바람막이, 츠,
청바지
스 터, 청바지
일자 청바지,
아디다스 저지
V 티 츠,
스키니진,
화려한

또래집단

준거집단
없음

9

(베이직한)
캐주얼스타일

○

윤 형

15

○
송○현
조○성
김○민
장○중
임○혁

16

조 우

10
11
12
13
14

김 현

○

15세
15세
15세
15세
16세

코트, 야상점퍼
야상점퍼, 조끼

준거집단
패션준거집단 추구스타일
일치 여부

딩 퍼

건
셔

웨

넥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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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블로거
아담 갤러거

또래집단
또래집단
또래집단

○
○
○
○

특별히 없음

준거집단
없음

가수 지드래곤

○

17

차 진

○

16세

18

한 성

○

15세

(트렌디한)
19 캐주얼스타일

장 성

○

14세

20

이 성

○

15세

21

황 혁

○

15세

○

14세

22

추구스타일
없음

최 빈

스타일의
운동화,
악세사리
스키니진, 츠,
5부 반바지
스키니진,
후드티,
T 츠
스키니진,
T 츠,
후드집업
스키니진, V
티 츠, 면자 ,
야상점 ,
패 점
스키니진,
베기 츠, 츠,
후드티
패 점 ,
청바지

셔

셔
셔

셔

넥
켓

퍼
딩 퍼
팬 셔
딩 퍼

가수 샤이니

○

특별히 없음

준거집단
없음

특별히 없음

준거집단
없음

특별히 없음

준거집단
없음

특별히 없음

축구선수

추구스타일
없음

종합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남자 중학생의 추구스타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구스타일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관심도,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 의복동조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고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에 의해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결
정되며 존재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듯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1) 패션준거집단에서도 밝혔 이 패션준거
집단을 반드시 자신의 추구스타일과 일치하는 인물로 선택하지 않기 때
문이다. 즉, 패션스타일보다 이상적인 신체가 가치를 두고 패션준거집단
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동일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스타
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다르고 선호아이템도 다르다는 사실을

- 92 -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주얼 스타일은 패션관심도와 유행추종여
부에 따라 베이직하거나 트렌디한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추구스타일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학년은 추구스타일이 존재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베이직한
캐주얼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아직 패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학년은 베이직한 캐주얼 스타일이 우세하였고 트
렌디한 캐주얼도 선호하여 캐주얼 스타일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의복동조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학년이었다. 3학년은 3가지 유형
의 추구스타일이 모두 나타났고 가장 패션관심도가 높으며 패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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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결론
청소년은 복식행동과 문화를 통해 독특한 취향을 형성하고 또래 집단
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타 집단과 차이를 나타낸다. 의복은 그들의 가치
관이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청소년 패션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나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늘날 변화한 사회·문화 환경에 주목하여 패션소비문화와 패
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
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국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와 패션 관련 요인을 밝혔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문화,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울과 대

전 지역의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남자 중학생 2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청소년 패션 관련 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
성’으로 나눌 수 있었고 ‘개인적 특성’은 외모관심, 의복의존성, 의복동조
성, 또래유행추종 등과 같은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특성’은 월평
균 가계수입,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나누어졌다.
이를 토대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현재 남자 중학생의 개
인적 특성 및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패션소비문화의 관계에서의 특징,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남자 중학생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패션소비문화의 관계에서의
특성 첫 번째는 외모관심과 의복관심도 및 의복 의존성은 정적인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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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이고 이러한 요인은 의복구매동기가 되어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국내 남자 중학생은 의복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행추종현상은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학
생들은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면에서 의복 동조성을 보였고 색상이나 브
랜드를 통해 개성을 추구하려 하였다.
세 번째, 국내 남자 중학생의 의류구입비는 월평균 가계수입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고 학생의 패션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
다. 부모의 쇼핑성향은 학생의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렌드와 스타일에 대한 서울과 대전의 지역차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이 패션소비문화와 추구스타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네 번째, 인터넷은 사회문화적 환경 중 국내 남자 중학생의 패션소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
해 패션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상에서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의류 매장

을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TV는

락

주로 오 프로를 시청하거나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게임 등을 주로 하여 TV나 스마트폰
은 패션소비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준거집단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외모관심도와 의복관심도가 높은 학생은 패션준거집단이 존재
하였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이 일치하
는 경향이 있었다. 패션준거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학생들은 상대
적으로 외모관심도와 의복관심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패션준거집단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키가 크고

옷 핏이

잘 받고 슬림한 체형과 같은 신체 이미지를 이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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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패션준거집단의 패션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패션스타일이 화려하고 매력적이라 느끼기 때문이었고 패션준거
집단의 패션스타일과 자신의 추구스타일의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 추구스타일은 트레이닝 스타일, 정장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트레이닝 스타일은
기본적인 트레이닝 복을 선호하고 의복 동조성, 신체적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 스타일은 주로 중학교 3학년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
트,

코트 등과 같은 아이템을 선호하고 성숙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나 유

행을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호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로 패션관심도나
유행민감도, 신체만족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패션관심도,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은 스키니진과 같은 트렌디한 아이템을 선호하였고

딩 점퍼 등과 같은 베이직

반대인 학생들은 기본적인 청바지, 후드티, 패
한 아이템을 선호하였다.

이로써 추구스타일은 패션관심도,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 의복동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타일은 반드시 일치하
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국내 남자중학생의 패션소비문화, 패션준거집단과 추구스

짓

타일을 결정 는 데 개인적 특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학생들의 패션관심도, 신체만족도, 의복동조성 등과 같은 특성을 이
해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다. 예를 들어 캐주얼 브랜드에서 디자인 기획 시 베이직한 라인과 트렌
디한 라인 등과 같이 다양한 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개인
적 특성을 지

닌 국내 남자 청소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을 창출하는데 기

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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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패션제품 홍보나 판매활동은 국내 남자 청소년
에게 패션 상품을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남자중학생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연
관된 패션소비문화와의 특성을 밝히고 구체적 추구패션스타일을 분석하

닌

고 유형화했다는 점에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 다. 또한 남자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남자 중학생 22명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과 학생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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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에 대한 관심도 문항
문항
1
2
3

4
5

옷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차림
을 중요시한다고 생각 한다
이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하므로
입는데 신경을 다
나는 에 관심이 많다
친구나 다른 사람의
차림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
은 나 같은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옷

쓴

옷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옷

옷

옷

-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문항
?

6. 학생의 학교와 학년은 무엇입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①

②

③ 중학교 3학년

?

7. 학생이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구 (
)동
8. 학생이 자유롭게
니까
2만원 미만
10~15만원

①
④

?

쓸 수 있는 한 달 용돈(교통비, 하숙비 등은 제외)은 얼마입
②2~5만원
⑤15만원 이상

③5~10만원
⑥ 기타 (

)

략 얼마나

9. 학생의 한 달 의류구입비(의복, 구두, 가방, 액세서리 등 포함)는 대
니까
2만원 미만
2~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만원 이상
기타 (
)

됩
①
④

?

②

⑤

?

10. 학생의 성적은
상위권
중상위권

①

③
⑥

②

③중위권

④중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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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하위권

버

머

11. 여러분의 아 지와 어 니의 학력을 아래
요.
1.
2.
3.
4.
5.

칸 안에 각각 나누어 표시해주세

버

머

아 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어 니

?

12.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300만원
3. 300만원~ 400만원
4. 400만원~ 500만원
5. 500만원 이상

-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항
13. 나는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인터넷 하는 시
간이 즐 다
14. 대학진학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
소이다
15. 인터넷은 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16. 나는 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17. 학교 제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18. 나는 부모나 형제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19.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가족의 생일을 기 하여 작은 선물이라
도 준비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감이 더 많은 것 같
다
22.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면 나의 미래가 불확실

겁

옷
축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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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다
23. 동아리, 동문회, 기타모임에는
참여한다
24. 동아리, 동호회 활동은 학교생활에
필요
하다
25.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미래의 직장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26. 쇼핑하는 일은 내 일상에서 즐 만한 일 중
에 하나이다
27. 나는 에 관련된 많은 일에 미를 느 다
28. 화점이나 의류제조업체의 카달로그 및 패
션잡지의 광고를 주의 깊게 본다
29. 어떤 들이 있는지 점포를 가 둘러본다
30. 나의 장래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31. 모든 결정은 나 혼자 하는 편이다
32. 나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자주 이용한
다
33.
터 통신을 하기 위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거의 을
적이 있다
34. 나는 통신친구가 있고, 친구들과
을 자
주 한다
35. 우리 가족은 함 외식이나 영화관을 종종
간다

꼭

백

옷

길
흥

옷

끔

컴퓨
밤 샌

꼭

낀

채팅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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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Reference Group
& Seeking Style of Korean
Middle School Boy Students
Ji-Won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

m

m

As for uveniles, fashion style ay be understood as the sy bolic
language to show their e istence, having an i plication of the
differential fro
others. Therefore, it s i portant to e a ine
uveniles fashion style for understanding their culture. Today, along
with changing social and cultural environ ents, uveniles of this age
are creating a new culture. In addition, as the environ ent varies,
their physical and ental states are also chang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efined the change of the

j

'

x

m

m

' m

m

m

j

xm

m

m
characteristics of domestic juveniles' culture and fashion.
interview was done for 22 domestic middle school boy

sociocultural environ ent and fashion-related factors by insp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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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students,

m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consu er culture, fashion

k

reference group and the see ing styl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

that it s of help to designing and developing a fashion product for

m

do estic boy students.
As

for

m

m

juveniles,

do estic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environ ental changes were divided into those of 1990s and 2000s. It
was

m

identified

that

1990s

media-centered

had

and

consu ption-oriented cultures, and 2000s had Internet culture along

km

z

z

m

with cultures of loo is , hybridi ation and globali ation. Further ore,
as for fashion-related factors,

'personal

'

characteristics

m

contain

'

appearance interest, clothing dependency, clothing confor ity, peer s

m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defined a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mass media including
TV, Internet and Smart Phone. Based on such factors, a hypothesis
was set up on the fashion consumer culture, fashion reference group
and the seeking style of domestic middle school students. The
trend chasing, ego-centris .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ppearance interest, clothing
interest and depend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revealing such

factors are direct clothing-purchasing

motives

students. Secondly, do estic

school boy students showed

m

m

middle

middle

in

school boy

confor ity in the style, having a tendency to pursue personality by

'

m

color or a brand. Also,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s a pheno enon of

m

trend chasing centered on the sports brand. Thirdly, socioecono ic

monthly average family income, clothes
purchase expenses, parents' shopping propensity and a residential
district, have an effect on the fashion consumption of domestic middle
characteristics, including a

school

boy

students

but

less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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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Fourthly, it showed that Internet is the sociocultural

m

m

environ ent having the greatest effect on the fashion consu er

m

middle

school boy students. They re conducting

m

middle

school boy students, fashion reference

culture of do estic

'

m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the fashion consu ption through Internet.
In the do estic

k

m

group and the see ing style vary fr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x

According to appearance and clothing interest, e istence of the
fashion reference group showed difference. As for students such

many cases fashion reference group

factors revealed high, there were

x

e isted. Also, in case of higher body satisfaction, it showed a

k

tendency that fashion reference group and the see ing style
correspond to each other. Cases of the fashion reference group were

m

divided into the ideal physical i age characteristic of large stature,
good body proportion, sli

q

m s iz e

and into the outstanding fashion

sense or brilliant and uni ue fashion style. Accordingly, findings were

;

k

derived as follows fashion reference group and the see ing style

'

don t necessarily correspond to each other. The reason why is that
fashion reference group is selected by preference for the physical

m

i age.

m

middle school boy students, seeking style showed
'training style', 'suit style' and 'casual style' by

In the do estic

3 types of a

person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or

including

taste.

fashion

m

According

interest,

to

the

appearance

personal

&

satisfaction, clothing confor ity, trend interest, there were

body

many

different reasons for the style preference with different preferred

m

ite s. Particularly,

'casual

k

style

' may

be subdivided according to

fashion and trend interest li e basic or trendy style.
In the situation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fashion cul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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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yle for

middle

school boy student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m precedent studies in that it analyzed and classified their fashion

fro

culture characteristics and practical fashion style they pursue.
However, as a study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for a

minority, it has a limit to generalize findings. So, it's required
perform research for various regions with the increased number

to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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