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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50s, rock & roll spoke for the culture of the young generation. With rock &
roll, young fashion was created, and the messages from rock music contributed in
shaping the popular culture. The young generation designed their own image through
rock stars and showed much interest and response to the rock music. This
phenomenon existed because the rock stars spoke for the mind of the young
generation at those times.
In this research on the effects of music on total coordin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rock music has on total coordination and the consequent
establishment of newly popularized styles is illustrated through an analysis of rock &
roll stars, who were the first to approach the public through a medium called
television. Also,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the interrelationship of music and total
coordin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popular culture by looking at how the
accessories were used as a method to convey messages of the musicians and the
youn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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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록 음악의 영향력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
다.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음악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사회․문화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
게 되었고, 젊은이들의 문화에 저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중문화를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이 특별히 록 음악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가졌던 것은 시
대적 흐름에 따른 그들의 마음을 록 가수들이 음악으로 대변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록 뮤지션들은 사회 문화의 선두로서 저항적이고 폭발적이며 자유로운 그들의 생각들
을 마음껏 표출해 내었다.
이렇듯 사회 문화의 한 장르로서 음악과 그에 반응하는 패션리더들의 연관성은 많은 스타
일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특히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음악의 전파와 영향력은 그에 따른 특정적인 패션이 형성되고 이에
맞추어 토탈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또다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록 음악이 토탈 코디네이션에 미친 영향은 대중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인 발달과 시대적인 가치관이 의복과 메이
크업, 헤어스타일, 그리고 장신구 등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써 그들의 패션 행동 특성은 물론,
그들의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데 어떠한 외모 장식 수단이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더 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록 뮤지션들이 음악과
함께 표현해 낸 그들의 토탈 코디네이션을 통해 록 음악의 정신을 찾아 패션과 대중음악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여러 장르를 내포하고 있는 록 음악 중 1950년대로 당시 가
장 큰 유행을 일으켰던 로큰롤 음악으로 한정하였고 연구 방법으로는 로큰롤 음악의 특징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장 큰 인기와 대중문화를 만들어갔던 뮤지션의 스타일의 특징을 세분화
하여 토탈 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특징들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선행 논문, 음악 전
문 서적 및 잡지 등을 참고하였고 사진 자료로는 음악 서적 외 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
다.
이 연구는 음악이 주는 메시지와 뮤지션의 스타일이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자아 표
출의 수단으로 형성되어 유행을 창조해 내고 이것이 새로운 패션 트랜드를 형성해 결국 대중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관계를 록 뮤지션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토탈 코디네이션의 발전에 도움
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직까지 음악과 패션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선행 논문이 부족한 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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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중 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자료가 더 많이 나와 주어 스타
일리스트를 꿈꾸는 젊은 코디네이터들에게 지식의 전달이 되길 바란다.

Ⅱ. 1950년대의 록 음악(Rock Music)의 특성
1. 1950년대의 시대적 배경
일반적으로 미국은 1950년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들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Dwinght D. Eisenhower)시대의 미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성공적인 경제적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국민적 정서에 있어서도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며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가라는
자긍심을 갖기도 했다. 미국이 전후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 데는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출생률의 폭발적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첫째는
건축 붐(construction boom)이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살 주택과 다녀야 할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공
사가 이루어진 곳은 대부분 교외(suburb)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교외화 현상도 두 번
째 요인인 자동차의 급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외에 무수히 생겨나는
새로운 주거단지에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인은 대규모 국방비의 지
출이다.1)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원자탄을 낳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후 미국은 현대 무기의 생산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우주 경쟁의 일보전진을 위해
지불되는 거액의 금액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1950년대의 경제적 풍요의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1941년에서 1964년 사이에 두
드러지게 나타났던 베이비붐은 우연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공황 속에서 자라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들의 경험과 욕구 속에는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아 더 많은 소비
자를 생산하는 것이 애국하는 의미라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부모들은 전
후 부흥기의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다. 덕분에 가족적
인 변화에 따라 미국인들의 주택 개념이 변화되었고 이는 건축 붐(construction boom)으로 연
결된다. 이렇듯 가정환경의 변화는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상,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드라이브인(drive-in) 극장이었다. 이제 교외지역에서 가정을
꾸민 여자들에게 육아, 요리, 교회가 최대의 관심사요 의무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상의
1) 조기연, 록 음악(Rock Music)을 통해서 바라본 미국의 60년대,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1998. 8,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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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성들의 패션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단순했으며 한결 여성스러워졌다. 편안한 스커트와
헐렁한 바지에서 짧은 외투에 이르는 ‘가정복’이 유행하게 되었다.
미국 사회가 경제적 능력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 전후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사회 요소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에 낙담했던 몇몇 그룹은 바
로 젊은이들과 흑인, 그리고 하층민이었다. 미국 내에서 흑인운동의 역사는 우리의 토의 전반
에 걸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격렬했던 변화는 1950년대 동안에 일어났다. 전쟁
시 미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던 흑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지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 흑인들은 미국사회 내에서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요
구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부흥을 누리던 1950년대에 이르러 흑인들은 그들의 힘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백인들 중 일부는 흑인들을 흉내 내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성향은 리듬 앤 블루
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큰롤로 이어진다. 또한 1950년대의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
을 시작했다. 부모들의 풍족함이 만들어낸 것으로 젊은이들은 점점 증가하는 물리적 풍요와
더불어 그들의 흥미를 끌 만한 실제적인 시장의 존재와 함께 세력을 확장하였다. 비록 그들이
1950년대 초 그들의 부모들만큼이나 보수적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그
들 자신의 흥미를 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였다는 점을 또한
감안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로움은 전쟁이 없는 평화와 경제적 자립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시기의 경제적 번영,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내일을 걱정할 것 없다’라는 의식 속에 하층 계
급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던 것이다.2)

2. 로큰롤의 정의 및 생성 배경
로큰롤(Rock'n'roll)은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기타로 리듬을 내면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이
바로 로큰롤이다. 즉 블루스를 일렉트릭 기타로 증폭해서 리듬으로 연주하는 개념이다. 도시
화하면서 빨라진 음악, 즉 블루스 음악이 ‘업 템포(Up Tempo)'한 음악이 로큰롤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큰롤이라는 용어를 하나씩 짚어 보면 Rock'n'roll, 바위(Rock)를 치고, 구르다(Roll)라
는 뜻이 결합된 말이다. 로큰롤은 당시 남녀간의 성행위를 가르키는 흑인들의 속어이기도 했
으므로, 로큰롤이라는 용어 자체가 록 음악이 흑인 블루스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로큰롤 음악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주역은 엘비스 프레슬리다. 그
의 고향 역시 블루스의 고향인 미시시피였고 블루스를 가까이 접하면서 성장한 엘비스 프레슬
리는 백인의 음악인 컨트리(Country)와 지역 특성상 흑인들의 음악 문법인 블루스 창법을 태
생적으로 익히게 된다. 노래를 부를 때 음을 끊어서 부르지 않고 부드럽게 부르는 것은 블루스
2) Charles T. Brown, 박상철 역, 비틀즈 뒤집기, 음악전문 도서 출판 꾼, 1997, pp.81-82.

1950년대 록 음악에 표현된 토탈코디네이션 연구

55

에 기인한 것으로 많은 백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듣고 백인이 왜 흑인의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로큰롤은 거듭 강조하지만 흑인 노예들의 한이 서린 블루스에서 발전한 음악이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백인 음악의 문법인 컨트리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흑백 음악의 대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통합의 결과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뮤지션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던 것이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 이였지만 흑인 음악을 통해 유명
해진 셈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에 흑백 음악이 통합 또는 융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로큰롤은 흑인의 블루스 음악과 백인의 컨트리 음악이 합해져서 만들어 졌다
고 할 수 있다.3)
미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음악적인 접근을 해보면 로큰롤의 생성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인들은 미지의
땅에 강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아예 미국으로 용감한 이주를 감행
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긴 여정 끝에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역사적인 정착을 시도했다.
그 사이에 넓은 미국 땅을 차지하려는 유럽 강대국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그 결과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이국땅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들
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즐겨 부르던 민요들을 노래하며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달랬다. 이것이
오늘날 백인의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컨트리 & 웨스턴(Country & Western)음악으로 발
전 하게 된다.
한편 미 대륙의 커다란 땅덩어리를 개척하기 위해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당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배를 소유한 유럽의 상인들은 이 점을 간파하고
즉시 새로운 비즈니스에 나섰다. 바로 미국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강한 근육을 가진 인간,
즉 아프리카 흑인들을 일꾼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노예로 바다건너 멀리 미국 땅에
끌려온 흑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부려졌다. 이들은 사랑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이들은 이 한 맺힌 신세를 달래기 위해 노래
를 부르기 시작했다. 심한 노동에 시달리며 불렀던 노동가, 하느님을 찾으며 구슬피 부르짖던
영가로 힘든 심신을 달랬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음악이 슬픔을 노래하는 블루스(Blues)'음악
이다.
세월이 흘러 1945년경 짧은 노랫말에 기타 연주가 전부였던 블루스 음악이 상업화되기 시
작한다. 비트와 리듬이 첨가된 대표적인 흑인 대중음악 ‘리듬 & 블루스(R&B)’가 생성된 것이
다. 한편, 유럽의 민요에서 발전해오던 백인 음악 컨트리 & 웨스턴은 흑인 음악의 영향을 받으
며 조금씩 변형되고 있었다. 밋밋하고 반복적인 느낌의 컨트리 곡은 재미도 없고 깊이도 없었
3) 임진모, “젊음의 코드, 록”, (주)북 하우스, 2003,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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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일부 백인 가수들은 흑인의 R&B 창법을 모방해 강약 있고 끈끈하기도 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낸다. 최초의 히트 로큰롤 송 ‘Rock Around the Clock'으로 유명한
빌 헤일리가 그 선두주자였다. 그 후 카리스마를 지닌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은 로큰롤의 붐
을 일으킨다. 흔히 엘비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55년을 로큰롤의 원년이라고 얘기
한다.4)

3. 로큰롤의 문화적 특성
로큰롤의 문화적 특성은 흑인문화, 기존 가치에 대한 반문화, 사치와 소비문화로 집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흑인 문화
오늘날 미국이 국제적으로 독특한 자국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요인 중에 흑인(Afro American)문화의 수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인종 차별적 사회화에서 결집되어진 흑인의 문화적
요소가 대중문화에 흡수되어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흑인 음악은 미국 흑인의 삶과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일찍이 백인의 인종 차별적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비애로부터 나왔다. 인종차별과 빈곤에 시달렸던 흑인의 음악으로
부터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인 로큰롤 또한 인종 문제의 여파를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은 흑인 가수들이 많이 지적했다. 흑인 가수 척 베리는 그의 노래에서 “미모
의 비너스가 흑인 청년을 사랑한다.”, “고물차로 캐딜락을 추월한다.”등의 가사로 인종 차별의
현실을 빗대어 노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큰롤로 인해서 인종 문제가 일반화되기에는 미흡했
다. 그 이유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타나서 흑인의 사운드나 움직임 등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척 베리나 리틀 리차드 같은 흑인 가수들은 단지 흑인 대중들에게만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고,
백인 가수들에 의해서 표현된 흑인 음악은 단지 그 음악적 요소만이 표현되었을 뿐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나 정신이 표현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로큰롤에 반영된 흑인 문화는 인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의식보다는 흑인
문화의 표현 형식만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흑인의 문화와 의식이 대중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백인에게 흡수되어 호응을 얻음으로써, 1960년대의 사회의 흐름과 흑인 민권 운동에
대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4) 조정아, “팝 음악의 결정적 순간들”, 돋을새김, 200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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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가치에 대한 반문화
20세기 들어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가치 기준에 반항하는 방법으로 아웃사이더
나 소수 인종, 하층 계급의 음악을 선택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로큰롤도 기성세대에게
반발하는 틴에이저의 문화였다. 틴에이저는 부모의 권위나 라이프스타일에 반대하기 시작했
다. 그들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과 ‘워터 프론트’에서 따돌림 받고 불평불만이 많은 젊은이로
연기한 제임스 딘이나 마론 브란도와 같은 배우를 우상으로 생각했다. 이 영화들은 1950년대
중반 틴에이저와 성인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을 묘사한 영화로 당시의 양세대간의 격차와 갈등
을 엿 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고, 영화 속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틴에이저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대다수의 10대 영화가 갱을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영화가 틴에이저의 문화 형
성의 표본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영화는 로큰롤의 반항적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로큰롤이 기성세대에게 반항의 이미지로 보였던 또 다른 이유는 노동자 계층 문화의 수용
이었다. Mablen Jones의 저서 「Getting it on」을 보면, “많은 중산층은 하층 계급의 적개심
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초기 록 가수들의 이미지는 범죄적인 것과 연결되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층 계급인 힐빌리로부터 나온 음악인 컨트리 앤 웨스턴이 로큰롤의 음악적
요소로 사용된 것과 백인이기는 하지만 계층 계급으로부터 스타로 부상한 가수들의 출신 때문
에 반항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이러한 의식과 달리 틴에이저들이 로큰롤을 선택했던 것은 음악성과 가
수들의 제스처, 영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또한 로큰롤과 그 주변 문화가 그들의 감성에 어울렸
으며, 표출하지 못한 젊음의 격렬함을 이를 통해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로큰롤은 틴에이
저의 문화를 형성했고, 그 문화의 성격을 규정지었으며, 틴에이저의 반발을 해소해주었던 하
나의 돌파구로써 1950년대를 장식했다.

3) 사치와 소비문화
1950년대 미국의 대중성이 강한 상품들이 유행했다. 이것은 ‘Pop Art'의 영향도 있었지만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당시 틴에이저의 사치는 레코드 구입, 영화, 자동차 구입
이 대표적이었으며 대다수는 열광적으로 로큰롤 음악과 패션에 전념했다. 이에 따라 레코드와
의복, 장신구, 자동차 등 수요에 따른 수억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로큰롤 스타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 로큰롤의 상품화가 이루어 졌고, 틴에이저의 여러
문화들이 ‘로큰로’조로 장식되었다. 또한 로큰롤 댄스의 유행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틴에이저들이 많은 수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제 2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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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전 후 미국 사회의 단면이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틴에이저들은 기성세대와 비슷한 소비취
향을 나타내면서도 기성 가치에는 반항하는 모순 된 성격을 형성했다. 더 나은 소비생활, 로맨
스, 여러 가지 사치 품목에 대해 노력했던 로큰롤은 많은 모순성을 드러냈다. 1950년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에 반항했고 일종의 반문화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기
성세대의 사치와 소비를 그대로 따라 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때까지 회피했던 흑인
문화, 노동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풍요와 부를 갈망하며 중산층 이상의 삶과 형식을 추구
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났던 록 문화의 모순적인 양상과 비슷했다. 록은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런 특성이 자본주의적 문화산업의 체계 속에서 오히려 체계 기능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록 문화의 모순에서 발생한 상반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큰롤이 록 문화와 다른 점은 한편으로 수동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능동적인 틴에이저의 전
후 과도기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로큰롤 문화는 많은 반문화를 형성했
고, 회피된 문화를 흡수한 음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보다는 리듬 위주의 음악이었고, 음
악에 내재된 의미보다는 형식과 스타의 모습, 그에 따른 상업화에 치중하여 1950년대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Ⅲ. 록 음악에 표현된 토탈 코디네이션

1. 록 음악과 의사소통으로서의 토탈 코디네이션의 의의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록 음악의 영향력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
다.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음악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사회․문화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
게 되었고, 젊은이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놀드 하우저(A.
Hauser)가 그의 저서 「예술의 사회학」에서 “팝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세대라는
요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팝 음악이 10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하다.”5) 이는 틴에이저들이 팝 음악을 비롯한 대중음악의 주체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들의 패션 성향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사회 문화의
한 장르로서 음악과 그에 반응하는 패션리더들의 연관성은 많은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특히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
중음악의 전파와 영향력은 그에 따른 특정적인 패션이 형성되고 이에 맞추어 토탈 코디네이션
5) Hauser. A, 최성만․이병진 공저,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1983,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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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또다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만 사람이 단정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는 바로 의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즉 비언어적(非言語的)인 방법
에 의하여 자기를 표현한다는 뜻이다. 스토운(G. P. Stone)에 의하면 의상은 개인의 자아를
형성해 주는 동시에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또한 어떤 기분에 있는가를 표시해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상은 개인의 사회적 계급을 표시해 줄 수도 있으며, 그 신분을 조작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의상은 개인의 자아, 가치, 기분과 신분적 계급에 관한 의사소통
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것에 관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그 의사소통의 내용은 사간
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가 무수히 많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적 의미’란 사회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념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의상을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착용의 형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개인적 의도와 사회적 상황의 조절을 통하여 결정되는데 우리
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상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코디네이션은 이를 착용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추상적인 내면적 특징들이 토탈 코디네이션의 행동에 반영됨으로써 스타일을 만들
어내는 착용자의 감정이나 욕구 등을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영 패션의 방향은 록 음악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록 가수들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아이템을 자신의 것으로 표출해 내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수들은 TV라는 매체를 통하여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 세대
였고 이들이 착용했던 패션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주었다.

2. 로큰롤 음악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의 미국 사회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며 경제적 발전을 이뤄
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유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며 물질만능주의에 젖어가고 있었고,
경제 발전이 이룩한 자본주의의 본성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고조시
켰다.
특히 당시 틴에이저(teen ager)들은 사치와 소비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 레코드 구입이나 영화 관람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는 영화와 레코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소비와 문화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들의 문화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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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큰롤(rock`n`roll`)이다. 당시 틴에이저들의 사치는 레코드 구입과 영화 관람은 물론 자동차
구입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들은 로큰롤 음악과 패션에 열광했다. 그러나 로큰롤 문화는 이
같은 사치와 소비문화의 일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존 가치에 대한 반문화를 형성한 것이 또
다른 특징으로 분류된다.
결국 1950년대 젊은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과 제임스딘의 반항적 이미지에 반해
음악뿐 아니라 가수의 복장과 영화 속의 패션까지 흡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마침내 로큰롤
룩(Rock` n Roll look)이라는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냈다.
1950년대에 활동했던 로큰롤 뮤지션들은 각자의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과 제스처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TV 방송의 등장으로 인해 뮤지션들은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뿐
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에 대한 그들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록 음악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에 따른 패션의 특징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록 가수들의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 소도구, 그들만의 무대 매너는 대중들에게 록 음악을 어필하는데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로큰롤 가수들은 로큰롤 음악의 특징에서 언급한대로 흑인과 백인이
공존하고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 칼 퍼킨스(Carl Perkins), 제리 리 루이스, 버디 홀리
(Buddy Holly)는 백인이였고, 흑인으로는 무디 워터스(Muddy Waters), 척 베리, 리틀 리처드
가 그 시기의 전성기를 누렸다. 척 베리가 로큰롤의 작가, 리틀 리처드가 로큰롤의 배우였다면
로큰롤의 최고 스타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할 수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모와 그의 독특
한 제스처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엘비스가 행했던 그만의 스타일은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1950년 록 음악의 장에 있어 많은 뮤지션들 가운데 유난히 전성기를 누렸던 엘비스 프레슬
리(Elvis Presley)는 로큰롤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으며 50년대에 가장 핵심적인 록 가수로 자
리 잡게 된다. ‘Heartbreak Hotel'이 미국 인기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록
음악의 전설이 되었다. 엘비스의 창법이 흑인의 블루스인지 백인의 컨트리인지 꼬집어 말할
수 없었지만 백인에게서 터져 나오는 흑인의 감성에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워 했다. 엘비스 프
레슬리는 로큰롤에 있어 중추적인 인물로 남아 있음이 확실하다. 지금까지 언급된 로큰롤의
형성과 변화에 엘비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1950년대의 한 뮤지션을
택해야 한다면 누구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그가 남겨놓은 음악적 가치와 대중성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 정서에 반영되었으며
젊은 세대들의 패션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사회 문화의 한 장르로
서 로큰롤과 그에 반응하는 패션리더들의 연관성은 1950년대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냈
고 그것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로큰롤은 1950년대부터 미
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젊은 층을 사로잡았던 록 음악으로, 이러한 로큰롤 뮤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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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했던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을 로큰롤 룩이라고 한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룩은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영화가 계기가 되어 그래피티 룩
(Graffiti loo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다리에 꼭 맞게 피트 된 중간 길이의 록 팬츠(Rock pants), 하이 웨이스
트로 빅 플레어가 있는 록 스커트(Rock skirt) 등이 있다. <그림 1>의 롤 업 팬츠(Roll-up
pants)는 바지 단을 <그림 2>와 같이 접어서 입는 팬츠인데 특히 1950년대 풍의 젊은이용 팬
츠로서 단상이 길고 풍성한 실루엣이지만, 바지 끝단으로 갈수록 좁아진 디자인이 특징이다.
패션 디자이너인 마틴 싯봉은 로큰롤적인 열기 속의 절제미 있는 액티브 모드를 즐겨 디자인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마틴 싯봉은 로큰롤 스타일을 재해석해 절제미 있는 액티브 모드
를 제안하는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이외에도 로큰롤 패션은 후기 록이나 헤비메
탈 가수들의 패션에 기초가 되면서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년들에 비해 로큰롤 문화에 대해 소극적 수용 양상을 보였던 소녀들은 반문화적 요소를
다소 배제시켰고, 마릴린 먼로나 오드리 햅번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빠
져들었다. 풀 스커트나 서큘러 드레스, 타이트 스커트가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1954년 영화 `사
브리나`에 출현한 오드리 햅번의 영향으로 사브리나 팬츠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오드리 햅번
은 또 `로마의 휴일`을 통해 우아한 여성미가 강조된 스타일을 로큰롤 반문화를 연상시키는
모터 스쿠터(motor scooter)를 탈 때 착용함으로써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폭력교실`, `와일드 원`, `워터프론트`, `이유 없는 반항` 등의 영화 속에서 많이 보여
졌던 로큰롤 문화의 반항적인 이미지는 검정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 등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마론 블란도가 영화 `와일드 원`에서 이 같은 스타일의 전형을 선보였으며, 영화배우 제임스딘
이 착용했던 티셔츠와 청바지는 어른들의 권위에 반항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외에
도 1950년대에는 <그림 3>과 같이 아랫단을 접어 올린 테이퍼드 팬츠(Tapered pants)가 등장
하기도 했다.
<그림 3>과 같이 1950년대의 대표적인 록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패션과 행동이 몰고
온 새로운 스타일의 로큰롤 룩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글리터 패션
로큰롤 패션은 흑인 패션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 기존 흑인 가수의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경향을 띄었으나,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기타 여러 가지 스타일과 혼용되며 새
로운 로큰롤 패션을 탄생시켰다. 흑인 문화의 리듬 앤 블루스는 광택 있는 의복의 글리터
(gliter)패션을 유행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림 4>,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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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슬리와 리틀 리차드에 의해 화려한 색채를 이용한 코디법이 확산됐다.
여기서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화려한 컬러가 유행하게 된 것은 테니스나 골프 등의 운동
이나 칵테일파티 등을 즐기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6)
한편 흑인 패션에 영향을 받은 로큰롤 패션은 처음엔 대부분이 기존의 흑인 가수들의 패션
을 그대로 받아들인 보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기로 가면서 다른 스타일들과 혼
합되어 나타남으로써 로큰롤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창조되었다. 특히 광택이 있는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1950년 초기에 이러한 광택 소재의 활용이 대중화되기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리터 패션을 선호한 뮤지션으
로 리틀 리차드를 들 수 있는데, ‘미러 글라스 슈트(mirror-glass suit)'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상을 착용했다. 또한 리틀 리차드는 미러 글라스 슈트뿐만 아니라 은색 배기 슈트, 실크 케
이프 등 <그림 5>에서 보여 지듯이 광택이 있는 많은 종류의 의복을 사용했다. 이는 경기장과
같은 먼 거리의 공연 장소에서도 청중이 쉽게 가수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전의 흑인 가수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는 했으나 그 나름대로 자신만의 여러 가지 변
화를 가져왔던 리틀 리차드의 무대 의상은 후기 록 가수들이나 헤비메탈 가수들의 표본이 된
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반면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리틀 리차드와는 달리 흑인 문화와 백인 문화를 완벽하게 혼합
시켜 대중화했다. 공연에서 광택 있는 실크 슈트나 샤크 스킨 재킷을 착용했고, 금빛의 광택이
있는 의복을 선호했다. 특히, 그가 1956년 이후 대 히트를 기록하고 나서 착용했던 만 달러짜
리 금색 라메 슈트(lame suit)는 그전에 착용했던 라메 셔츠와 비교하여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1956년 공연에서 금색 디너 재킷을 입고 공연했으며, 1960년대 이후에도 금색
에 대한 선호는 계속되어 1965년 공연에서도 금색 디너 재킷을 착용하고, 금색 라메 셔츠를
착용했다.
그밖에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글리터 패션이 선호되었으나 1950년대의 글리터 패션은 이전
부터 가수들의 무대 의상인 단순한 실크 슈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에 나타난 후기 록의 뚜렷한 이미지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과거 보수적인 슈트나 세퍼레이트
형식의 공연 복식에서 록 음악의 독자적인 패션을 형성해 가는 과도기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패션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가 사용된 것이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리틀 리
차드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스타일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리틀 리차드는 다양한 원색을 사
용했고, 그의 셔츠가 너무 화려해서 그의 측근자인 Bump Blackwell은 “리틀 리차드는 마치
라즈베리 쥬스나, 체리 에이드, 맥주, 또는 야채들을 마시고 나서 자신에게 온통 토해 낸 것처
럼 보였다.”라고 표현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경우에도 화려한 색채의 사용은 많이 볼 수 있
6) http://inewscb.com/zine/gisa/view.asp?n_idx=1107&n_rel=g15G1107&n_type=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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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bert Jones의 저서 「Getting it on」에 따르면, Albert Goldman이 저술한 「ELVIS」
에서 컨트리 가수인 Bob Luman은 19세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의상과 공연을 회상하기를 “엘
비스는 빨간색 팬트와 녹색 코트, 그리고 핑크색 셔츠와 양말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언급하
고 있어 무대 의상에 그가 사용한 화려한 색채를 말 해 주고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리틀
리차드 같은 로큰롤 스타들이 화려한 색채를 의복에 사용한 것이 단지 흑인 패션만의 영향이
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색 배합과는 다르게 각기 다른 원색을 사용하여 단품에
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코디네이트한 패션은 강렬한 색의 조화를 많이 사용하는 흑인 패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림 4>의 앨비스 프레슬리의 의상은 글리터 패션에 맞추어 소품 장식에서도 <그림 6>과 같은
보석과 반짝이류가 사용되었다. 유리, 거울 조각, 세퀸, 비즈, 보석류 등 로큰롤 가수들의 화려
한 장신구들은 로큰롤 음악과 가수들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방편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이템이기도 했다.

2) 포멀 웨어(formal wear)
1950년대의 로큰롤 가수들은 TV라는 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선 보인 대중음악의 첫 번
째 세대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착용했던 의상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대중 매체와 그 상업적 효과를 위해 로큰롤 가수들의 이미지가 쇼 연출자나 스타들의
매니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있다.
초창기 가수들 대부분은 로큰롤의 금지를 요구하는 기성세대와 중산층에게 거부감 없이 받
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멀 웨어를 자신의 패션으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당시 스타들
의 패션은 정장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은
슈트 착용을 중심으로 소재와 장식만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특히 이때부터 남성복에
<그림 9>와 같은 세퍼레이트가 많이 출현했고 로큰롤 스타들도 슈트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세퍼레이트를 애용하기 시작했다. 셔츠는 대부분이 <그림 9>와 <그림 10>
처럼 맨 위 단추가 열려진 형태의 턴 업 셔츠(turn up shirt)로 스포티한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
었다. 이것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착용했던 셔츠였으며 그 당시 노동자 계급에서 나온 패션으
로 195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중의 하나였다. 바지는 그 당시 스타일이었던 <그림1>, <그
림 2>이 아랫단이 접힌 테이퍼 팬츠(tapered pants)와 롤 업 팬츠(roll-up pants)를 많이 착용
했다.
턴 업 팬츠(turn-up pants)은 바지단을 접어 꺽은 것으로,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었으며 클래
식한 느낌을 준다. 20C 초에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턴 업 트라우저스(turn-up Trouser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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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었다. 그때까지 전부 바지 부리의 접어 올린 아랫단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커프리스
(Cuffless) 스타일이 보통이였는데, 어느 멋쟁이가 비에 젖는 것을 염려해 단을 되접어 꺽은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스트레이트 형(Straight type)보다는 밑단이 좁아지는 역삼각 형
(tapered pants)의 바지에 많이 사용되었다.

3) 스포츠 재킷(Sport Jackrt)
1950년대는 급격하게 발달된 산업 사회와 그 여파로 여가 시간의 증가와 집 밖에서의 많은
활동량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장인 슈트가 캐쥬얼 웨어로 많이 대체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 재킷은 재킷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스포츠 재킷은 틴에이저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했다.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
임스 딘은 가죽 재킷 대신 <그림 11>의 스포츠 재킷을 입고 출현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를 비롯한 여러 로큰롤 가수들도 스포츠 재킷을 즐겨 착용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스포츠 재킷
이라 명명한 것은 그 형태로 보아 현재의 스포츠 점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7) 이러한
스포츠 재킷 또는 스윙 탑(Swing Top)은 대단히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점퍼로 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원래의 스포츠 재킷은 골프나 가벼운 야외 스포츠 용도의 것을 고급
품질로 만든 것인데 비해 요즘의 보통 스포츠 재킷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탁탁 털어 입는
대중적인 화학섬유 소재이다. 이 점퍼는 제임스 딘이 영화에서 입고 나온 이후 크게 유행하였
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독특한 모양의 칼라 때문에 ‘개의 귀를 닮은 칼라(Dog's Ear Collar)'라
는 별칭이 있었던 것을 빼고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화학섬유의 점퍼였으나 제임스 딘이 영
화에서 <그림 12>이처럼 한 번 입고 나자 갑자기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진 젊은이의 패션으로
탈바꿈하였다.8)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유행 패션 아이템이 된 스포츠 재킷은 활동적인 스타일
의 옷으로 스포츠를 위한 의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남녀 모두 많이 착용하였다.

4) 검정색 가죽 재킷(Black Leather Jacket)
1950년대 영 패션에서 반항의 상징이었던 검정색 가죽 재킷은 20세기 후반 지속적인 유행
을 낳고 있다. 반항적이고 적개심을 가진 듯한 이미지는 영화 ‘와일드 원’과 ‘폭력 교실’등에서

7) 장미선․조규화, “로큰롤 패션(Ronk'n'roll Fashion)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Vol.20, No.2, 1996,
pp.327-328.
8) 타이콘 패션 연구소 편저, “남자의 옷 이야기2”, (주)시공사, 1997,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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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소년이나 갱들의 것으로 인식되어졌으며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강한 반항의 수단으로 대
변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로큰롤 가수들에겐 반영되어진 것은 아니다. 대중을 위한 로큰롤
의 상품화에 기여한 것이 검정색 가죽 재킷이며, 이는 틴에이저들에게 큰 호흥을 얻으며 유행
을 일으켰다. <그림 13>에서 잘 비춰지듯이 젊은 세대들은 오토바이와 검정색 가죽 바지, 재
킷, 부츠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가죽 의상을 입고 뒷자리에 여자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소년 집단들은 공격적으로 보였으며 마치 탈출구를 찾아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노동자 계층에서 현대화된 형태의 중산류 계층의 패션을 추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 가는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60년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강력한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림 14>, <그림 15>는 독일군 비행사의 범버(bomder) 재킷으로 비행 재킷과 중남부 미
국의 카우보이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검정색 가죽 재킷은 철
갑 갑옷이나 사슬 갑옷의 현대적인 대체물로 독일군에 의해 사용되었고, 나치의 패배 이후에
도 이것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권력과 힘의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미국 중남부의
카우보이 스타일에 기원을 두었던 미국 경찰의 복장인 검정색 가죽 재킷과 두꺼운 부츠, 파이
프 진즈(drain-pipe jeans)는 거칠고 강한 이미지로 오토바이 족들에게 애용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16>의 영화 ‘와일드 원’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말론 브란도를 비롯한 오토바이족들의
모습은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론 브란도가 착용한 가죽
재킷은 ‘라이더 재킷’으로 보통 말 타는 카우보이용 웃옷을 말하는 것이었을 뿐 오토바이 탈
때 입는 옷으로 연상되지 않았기에 ‘모터사이클 레더 쇼트 재킷(Motorcycle Leather Short
Jacket)’으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모터사이클 레더 쇼트 재킷(Motorcycle Leather Short
Jacket)은 원래 영국 경찰복의 유니폼이었다. 미국이 아닌 보수적인 영국에서 그것도 경찰의
제복이었다니 의아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깨에 견장이 남아있는 것이나 칼라 모양이 공공기관
의 유니폼과 같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다소 불량스럽고 거친 이미지를 갖
게 된 것은 말론 브란도의 영화 속의 이미지로 그가 극중 이끄는 오토바이족의 모습은 당시로
서는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그때부터 오토바이와 가죽 재킷의 이미지는 불량스러우면서도 매
력적인 것으로 각인되었으며 히피들이 이를 즐겨 입게 되자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의 패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9)
이 두 가지 영향에서 비롯된 검정색 가죽 재킷은 가공하지 않은 성적 매력과 위협적인 분위
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1950년대 갱 스타일 의복이 시작되었다. 노동자 계층의 갱들
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검정색 가죽 재킷은 1950년대 틴에이저 사이로 퍼져 나가 징 장식이나
9) 타이콘 패션 연구소 편저, “남자의 옷 이야기2”, (주)시공사, 1997,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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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표시의 그림 등으로 그룹을 상징했다. 가죽 의류를 입은 오토바이족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유행 스타일의 하나가 되었다.

5) 청바지
엘비스 프레슬리는 공연 의상으로 청바지를 입기도 했다. 로큰롤 가수들에게 청바지가 무대
의상으로 입혀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외에도 제리 리 루이스가 청바지
를 즐겨 입는 편이었다. 로큰롤 가수보다는 일반인들의 일상복으로 더 많이 입혀졌는데, <그
림 16>에서 느껴지듯이 당시 청바지는 반항적인 이미지의 대표적인 패션으로 검정색 가죽 재
킷과 함께 착용되었던 청바지는 카우보이나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으로 1930년대 어린이와 젊
은이들이 착용했고, 1950년대에 젊은이들의 반문화로 유행했다.
‘진’이라는 명칭이 소위 리벳을 부착하는 블루데님 바지의 통칭으로 불리워 지기 시작한 것
은 4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때부터 청바지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웨스턴 패션의 붐과
함께 당시 대중적인 붐을 일으킨 라이프지, 크리넥스 티슈 등과 같은 인기 있는 상품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옷으로 그 성격이 변할 수밖
에 없었기에 점차 노동복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오늘날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이 완성되
었다. 체형과 사이즈도 세분화되어 50종류 이상이나 되었고 진에 패션성이 가미되기 시작하였
다. 디자인에 있어서나 품질에 있어서나 이 시기의 진은 거의 최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대 말에야 비로소 진이라는 명칭과 패션 아이템이 세계적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다.10)
당시의 틴에이저들은 청바지의 아랫단을 접어 올려서 착용했다. 영화 ‘와일드 원’이나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들도 <그림 17>처럼 아랫단을 접어 올린 청바지를 입었고, 영화나 라이브
콘서트의 관객들도 이와 같은 청바지를 입었다. 청바지와 허리로 내려올수록 좁은 청재킷은
일할 때뿐만 아니라 멋을 부릴 때도 이상적인 복장이었다. 이것은 태평하고, 거칠고, 떠돌이인
카우보이들의 복장이었다. 그리하여 청바지는 카우보이 이미지에서 파생된 검정색 가죽 재킷
과 함께 1950년대 틴에이저의 상징이 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틴에이저 패션의
한 품목을 이루었다.
1950년대의 틴에이저 문화를 이루었던 로큰롤은 사회가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을 반영하면
서 나타났다. 당시 미국의 사치와 풍요, 자유와 평등의 이면에 숨겨진 계급차와 인종 문제의
모순적인 갈등은 틴에이저의 성향에도 그대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가 제공하는
풍요를 거부감 없이 향유하면서도 기존의 가치와 권위에 반발하고, 하위문화인 노동자 계급의
10) 타이콘 패션 연구소 편저, 상게서,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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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수용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반문화를 형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틴에이저의 반문화적 패션은 로큰롤 스타들의 패션보다는 <그림 18>, <그림 19>의
제임스 딘이 출현한 영화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고 스타들은 이러한 틴에이저의 반문화적
패션의 유행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로큰롤의 반항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
기 위해 보수적인 패션을 제안했던 대중매체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로큰롤을 받아들
인 틴에이저들도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했던 영화
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들의 영웅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1)

6) 악세사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의상 중 아직까지 많은 대중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화
려하고 강렬한 색채와 악세사리이다. 글리터 패션에 많이 나타났던 소품 장식에서도 반짝이류
가 사용되었다. 유리, 거울 조각, 세퀸, 비즈, 보석류 등 로큰롤 가수들의 화려한 장신구들은
그들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도구로 코디네이션 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된 이 시기엔 물자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여성들의 사회
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수백개의 새로운 장신구 제조업자들이 나타났고, 유럽에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고 임금이 상승하자 미국의 대량생산업자들은 홍콩, 한국과 같은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생산 방법으로 코스튬 주얼리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값싸게 제조된 사출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구슬과 원심분리로 주조된 더 강해진 금속 등의 다양한 재료의 이용이 가능해
졌다. 값비싼 유리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자 코스튬 주얼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
나 대담하고 화려하게 외관이 변화하였다. 1950년대 중반까지 코스튬 주얼리의 시장이 팽배되
었던 이유는 하이패션의 승인, 매력적인 코스튬 주얼리의 대량 생산, 진짜 보석을 소유할 여유
가 없었던 대중이 의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액세서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션의 지각
등을 들 수 있다.12) 그러나 로큰롤 가수들의 경우엔 코스튬의 사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였으므로 가수들은 자신들
의 가수로서의 입지와 무대 매너에 따른 어필감 등을 고려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글리터 패션을 선호하되 자신의 부와 성공의 척도가 되는 패션 스타일은 화려함을 추구하였
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글리터 패션에 맞추어 <그림 4>,<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보
석류가 장식된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토탈 코디네이션의 이미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 러플
11) 장미선․조규화, 전게서, p.331.
12) 김영인 외, “현대 패션과 액서사리 디자인”, 교문사, 2001,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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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많은 상의에 꽃목걸이의 착용을 주로 볼 수 있으며 작게는 가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리터 패션 속에 셔츠를 입지 않고 목걸이 장식으로 옷의 화려
함과도 같은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데 목걸이의 크기와 보석의 치장은 눈여겨볼 만 하다. 뿐만
아니라 <그림 10>처럼 팔찌나 반지, 시계 등 부분적이긴 하나 작은 소품들을 애용하였다.
포멀 웨어를 착용하였을 경우 장식적인 요소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젊
은 남성들은 더욱더 외형적인 치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바지 단이 아래로 올수록 좁아지
는 형태를 선호하였고 이에 맞는 구두로서 두꺼운 크레이프 창이 달리고 검정색이나 곤색 끈
으로 묶는 구두가 짧은 바지 아래로 드러났다. 또한 바지의 발목이 보일 때면 화려한 색의 양
말이 드러나곤 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또한 <그림 20>의 카우보이 부츠나 그레이프 바닥으로
된 세무 구두를 신었는데 그의 유명한 ‘청 세무 구두’는 가사 말과 함께 불멸하는 노래가 되었
다.13) 한편 포멀 웨어를 입었을 경우 넥타이의 착용은 많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 단추가 오픈
된 셔츠를 즐겨 입었다. 넥타이의 경우 <그림 21>에서와 같이 폭이 좁은 형태의 슬림 타이
(Slim Tie)를 선호하였고 <그림 8>의 코디네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에
서는 길이가 짧은 일반적인 레귤러 타이(Regular Tie)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종종
컬러풀한 머풀러의 착용으로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 장식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로큰롤 음악에 표현된 메이크업 스타일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유럽 문화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유행하였는데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50～60년대는 미국 문화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5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
이 다시 시작되는 문명개발의 시기였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전 세계적으
로 폭발적으로 보급됐다. 컬러TV 방송은 1954년 미국에서 기존의 흑백TV 방송과 양립성을
갖는국가TV시스템위원회(NTSC)가 만든 규격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또한 이때부
터 영화, TV, 카메라의 등장으로 색깔을 중요시했다. 일반적으로 밝은 색의 피부 톤에 약간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했으며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는 정도였다.14)
텔레비전 기본 메이크업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맨 얼굴 자체에서 나오는 땀과 기름 등의
분비물에 의한 조명과의 반사 때문에 얼굴 윤곽이 시청자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르지 못한 본래의 피부색과 텔레비전이 원하는 피부색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텔레비전에 있어서 기본 메이크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세 번째로 얼굴의
비대칭이나 결점을 메이크업으로 보완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13)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2000, p.179.
14)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化粧文化史”, 청구문화사, 2000,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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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치장함, 몸을 매만져 꾸밈, 무대에 출연하는 배우가 등장인물로
꾸며 차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메이크업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치장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뜻이다. 초기 미디어 분장은 연극 분장과 흡사했지만 컬러 TV의 발달로 자연스러워지
기 시작했으며 텔레비전의 등장과 클로즈업의 사용으로 성격 분장에서 자연스러운 분장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살결색은 조명의 밝기를 비롯해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므로 노출되는 살결 부분은 모두 분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굴의 살결색은 환경,
생활의 조건, 물리적 또는 심리적 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미묘하게 변하는
사람의 피부색을 주시하여 그때그때에 알맞은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인물 주위의 세트나 배경색은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세트가 밝은 붉은색의 경우라면 살결에 붉은색이 스며들어 어둡게 보이므로 기본색을 밝은
황색 톤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배경색이 녹색일 경우 살결색이 황색으로 보이므로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피부
베이스 색을 붉은 색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트나 조명의 색이 지나치게 밝을 때는
강하거나 어두운 컬러는 피하고 배경색이 어두운 경우는 기본 바탕색을 진한 듯한 색으로 표
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5) 1950년대의 TV 매체의 발달은 록 가수들의 메이크업에 바로 반영
되어지지는 않았다. 피부 베이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대로 TV라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10
단계 명도에서 거의 3단계에 해당하는 35%의 반사율을 갖는 정도로 컬러 TV의 화질에 적합
한 베이스 표현이 중요했다. 컬러 TV는 흑백TV에 비해 평면적으로 비춰지는 편이라 얼굴 윤
곽의 입체적인 수정이 요구되었으며 남자 메이크업의 경우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피부색
을 만들어 주되 T존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윤곽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려주고, 섀이딩의 경우
광대뼈와 턱 부분에 직각으로 넣어 남성다움을 표현했다. 로큰롤 가수의 경우 아이 메이크업
의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이 메이크업의 특징들은 1960년 이후 록 음악의 반항
적인 이미지대로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립 메이크업의 경우 입술이 너무 흐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라인의 선명도를 조절해주는 정도였다.
미디어의 발달은 남자 가수가 대다수인 로큰롤 계에서도 메이크업은 TV나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출현한 당시의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었다. 1950년대의 메이크업은 과장되
거나 짙은 경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록 가수들의 메이크업도 다른 분야의 연예인들과 동일시되
었지만 1960년 이후 록 가수들의 메이크업은 록 음악의 장르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쇼를 위한
분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이미지를 연출해 내기 위한 표현적 수단으로 응용하
였다.
이 무렵 로큰롤 가수들의 메이크업에는 로큰롤 음악의 반항적이고 젊은이의 특색이 나타나
15) 김경순 외, “Make-upⅡ", 청구문화사, 2000,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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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장식 중에서도 로큰롤 가수에게 있어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신체장
식인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TV 매체가 가져다주는 뮤지션들의 스타일에 따른 대
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4. 로큰롤 음악에 표현된 헤어스타일
일반적으로 남자 머리의 형태는 여자의 머리 형태에 비해 다양한 변화가 적은 편이었다. 프
랑스의 남자 머리 형태는 머리를 짧게 컷트 하여 삐죽하게 세운 ‘브레상’머리형과 가는 턱수염
의 유행이 변화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죠르쥐 하디(Jeorge Hardy)가 남자 머리형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는 1903년에 태어
나 12살에 미용에 입문하였는데 1948～1950년에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였다. 면도날을 이용하
여 조각하듯 컷(cut)하는 새로운 남자머리를 창조하였는데 이 스타일에 수동 건조기를 이용하
고 퍼머넌트와 염색 그리고 탈색을 다양하게 시술하였다. 또한 살롱에서 남자들의 머리를 자
르기 전에 의례적으로 샴푸를 해주는 메뉴를 개발하였다. 침체되어 있던 남성미용에 이러한
스타일의 획기적인 변화로 ‘고급신사미용협회’는 그것을 세계 전체에 유행시키면서 남성미용
이 활기를 띄었다.
남성 머리는 1940년대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유명한 스타와 예술가들이
새로운 유행의 흐름을 주도하였는데 예를 들어 리 마빈(Lee Marvin), 스티브 막퀸(Steve
McQueen), 빌 에반스(Bill Evans), 게리 멀리간(Gerry Mulligan)등이 유명하였고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흐트러진 머리에 애교머리를 내려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16)
그러나 1950년이 되면서 이러한 남자 머리의 유행은 미국으로 전가되었다. 이전 시대의 미
용 기술과 테크닉의 발달은 미국의 세계적인 성장과 더불어 미국의 배우나 록 가수들의 영향
력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였다.
1950년대의 젊은이들은 미국 영화배우에 의해 영감을 받은 머리 스타일을 흉내 내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1956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과 제임스 딘의 헤어스타일, 케주얼 쟈켓, 진
은 25년 뒤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1950년대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특징은 컷 기술의 성장인데 1949년과 50년의 2년간은 컷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30년대의 헤어스타일이 평면적인데 비해 이 시기는 훨씬 입체감이 있
고 큰 웨이브를 옆에 확실히 부착시키고 크라운(crow)의 부분은 평평하게 흘리거나 뒤로 분리
하거나 치켜 올려서 머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작은 모자가 출현해서 크라운의 평평
16) 정현진, “미용문화사”, 광문각, 2004, p.192.

1950년대 록 음악에 표현된 토탈코디네이션 연구

71

한 부분을 감추기도 했다.
51년부터 헤어스타일의 주류는 짧은 머리로 되었다. 53년 안에는 일부지만 짧은 머리에 싫
증이 나서 긴 머리스타일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유행이 일어났다. 55년에서 56년까지는 완전
히 롱 헤어(long hair)가 우세한 상태가 되었다. 57년 봄에 이르러 약간 긴 짧은 헤어스타일이
우세해지고 정착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된 숏 헤어의 유행은 숏 컷의 기법의 눈부신 발달을
보게 했다.17)
이러한 숏 컷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후반 로큰롤 스타들과
남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 헤어스타일이다. TV의 초창기 시대로 대부
분의 로큰롤 가수는 남성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에 의해 다양한 유행과 색조의 흐름을 주도해
왔던 메이크업은 남자 록 가수들에게는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적 요소를 낳지는 못하던 시기였
다. 그러나 50년대는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시
기로 로큰롤 가수들이 자신만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만들기에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중요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로큰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역시 헤어스타일에는 민감하게 반
응을 보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력은 커다란 유행을 낳았다.
엘비스 프레슬 리가 유행시킨 남성의 머리 모양은 ‘D.A’헤어 스타일이었다. D.A는 ‘Duck
Ass(=Duck Tail)' 의 약자로 머리를 측면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새의 날개로 감싸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림 22>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적인 D.A형으로 당시 가장 인기 있었고
소년들뿐만 아니라 소녀들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머리 모양을 모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Dylan Jones에 다르면 “1957년 봄 동안에 천명이 넘는 수의 소녀들이 엘비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했고, 다음해에는 75,000명이 넘는 소녀들이 이를 모방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남성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구렛나루는 당시의 다른 가수들이나 소년들에
게 모방의 대상이었고, D.A 헤어스타일과 함께 엘비스를 상징하는 것이었다.18) <그림 23>의
포스터는 당시의 대표적인 포스터로 D.A 헤어스타일을 한 깔끔한 수트 츠림의 남성의 이미지
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로큰롤의 황제로서 1950년대의 대표적인 패션의 영역을 전달했던 엘비스 프레슬
리는 아직까지도 록 음악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그만의 스타일들이 그의
재능과 함께 <그림 24>에서와 같이 록 음악과 독특한 제스처의 몸짓으로 함께 할 때 더욱
부각되었다.

17) 김희숙, 전게서, p.251.
18) 장미선․조규화, 전게서,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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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토탈 코디네이션에과 음악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유행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아니다. 음
악이 패션에 끼치는 영향은 20세기에 들어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사회․문화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젊은이 문화의 저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50년대 로큰롤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대변했으며 로큰롤과 함께 영 패션이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록 음악이 주는 메시지는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힘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록 가수를 통
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영 패션의 방향은 록 음악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면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록 가수들의 코디네이션
에 대한 아이템을 자신의 것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영 패션의 방향은 록 음악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록 가수들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아이템을 자신의 것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수들은 TV라는 매체를 통하여 처음으로 대중들에
게 다가간 세대였고 이들이 착용했던 패션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주었다.
록은 ‘젊음의 폭발적인 저항의 미학’이다. 이것은 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언어로서 음악
을 하는 뮤지션의 정신(Spirit)을 음악을 통해 표현해 낼 때 록의 가치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록 음악의 음악적 정서와 노래의 내용들이 록 음악의 가사나 공연 시 보여 지는
무대 매너, 이들의 의식이 드러나는 발언 혹은 음반의 표지 디자인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1950년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들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전후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 데는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출생률의 폭발적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첫째는 건축 붐(construction boom)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자동차의 급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대규모 국방비
의 지출을 들 수 있다.
경제적 부흥을 누리던 1950년대에 이르러 흑인들은 그들의 힘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백인
들 중 일부는 흑인들을 흉내 내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성향은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궁극
적으로 로큰롤로 이어진다. 또한 1950년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는데
로큰롤의 문화적 특성은 흑인문화, 기존 가치에 대한 반문화, 사치와 소비문화로 집약된다.
로큰롤 뮤지션들은 각자의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과 제스처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
고 했다. TV 방송의 등장으로 인해 뮤지션들은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
일에 대한 그들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록 음악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에 따른 패션의
특징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록 가수들의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헤어, 메이크업과

1950년대 록 음악에 표현된 토탈코디네이션 연구

73

의상 소도구, 그들만의 무대 매너는 대중들에게 록 음악을 어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로큰롤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토탈 코디네이션을 분석해 보
면 1950년대 후기로 가면서 다른 스타일들과 혼합되어 나타남으로써 로큰롤만의 새로운 스타
일이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광택이 있는 글리터 패션을 애호하였고 이에 따른 악세
사리 또한 패션에 맞추어 화려하고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이전에 없던 부와
성공의 척도로 패션의 부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갖추어진 정석의 수트를 편안하게 입어
줌으로써 포멀 웨어(formal wear)를 완성했고 이때부터 남성복에 세퍼레이트가 많이 출현하
였으며 로큰롤 스타들도 슈트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세퍼레이트를 애용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유행 패션 아이템이 된 스포츠 재킷은 활동적인 스타일의 옷
으로 스포츠를 위한 의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남녀 모두 많이 착용하였으며 대중을 위한 로큰
롤의 상품화에 기여한 검정색 가죽 재킷이며, 이는 틴에이저들에게 큰 호흥을 얻으며 유행을
일으켰다. 로큰롤 가수보다는 일반인들의 일상복으로 더 많이 입혀진 청바지는 영화 속의 제
임스 딘의 반항아적인 이미지와 시대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패션으로써 젊은이들의 반문화
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반항적인 이미지의 노래 부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은 많은 여성 팬들에게 인기를 누
렸는데 엉덩이를 흔드는 등 성적인 표현이 이에 강한 반응을 얻어내었으며 그만이 보여주는
무대 매너는 그의 토탈 스타일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이미지를 형성해 주었다.
메이크업과 헤어를 살펴보면 남자 가수가 대다수인 로큰롤계에서도 메이크업은 당시의 연
예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위한 일반적인 남자 메이크업을 선호하였고, 시기적으로 1950년
대 TV의 등장이 오래되지 않았던 터라 과장되거나 짙은 경향이 아니었다. 록 가수들의 메이
크업은 TV화면에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미디어 메이크업을 하였고 자신에게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적 수단으로 응용되었다.
로큰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역시 헤어스타일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엘
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력은 ‘D.A’헤어 스타일이라는 커다란 유행을 낳았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중화뿐만이 아니더라도 록 음악과 토탈 코디네이션의 관계를 정리해
볼 때, 록 음악이 토탈 코디네이션에 미친 영향은 대중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TV라는 매체를 통하여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 로큰롤 가수의 토
탈 코디네이션의 분석을 통해 록 음악이 토탈 코디네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유행되
어 새로운 스타일로 정착되어지는 관계를 보여준다. 더욱이 사회 문화적인 발달과 시대적인
가치관이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리고 장신구등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써 그들의 패션
행동 특성은 물론, 그들의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나타났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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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를 형성해 내는데 큰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음악의 전파와 영향력은 이에 상응하는 특정적인 토탈 코
디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또다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것
이 새로운 패션 트랜드를 형성해 결국 대중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관계를 록 뮤지션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토탈 코디네이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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