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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o를 중심으로 -

김 후 란 • 은 영 자*七

계명대학교 가정교육전공,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Fusion Image in Fashion
—Focused on Retro —

Hoo-Ran Kim and Young-Ja Eun*'

Dept, of Education in Home Economic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2003. 1. 20. 접수 : 2003. 3. 29. 채택）

Abstract

Retro, one of these fusion styles, was found in various pattern in fashion. Recent fashion trend shows 

coexistence with variety which cannot be represent by one or two themes, and introduces various images in a 
season. Therefore, this study was found three fusion image of Retro pattern which has appeared since 1990; 

Romantic, Ethnic, and Hippie-look, shown in VOGUE, BAZZAR and etc.

1. Romantic image overcame the exaggerated style of 18th century and expressed in a volume gown, a tight 

dress of high-waist, and bustier. In addition, beads or sequin became more brilliant and gorgeous which 

decorated the whole clothing.

2. Ethnic image was expressed with fusion of particular traits from all of the world such as Japan, China, India, 

South America, Greece, and Africa.

3. Hippie-look image has been shown in slim & long silhouette style, and fusion styles of romantic factors 
or ethnic factors were also found.

Retro as one of the phenomenon of fusion was found in romantic image, ethnic image, and hippie-look 

image.

Key -words : Fusion image（퓨전 이미지）, R에ro（레트로）, Romantic image（로맨틱 이미지）, Ethnic image（에스닉 

이미지）, Hippie-look image（히피룩 이미지）.

왔다. 이 대중사회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의

I. 서 론 문화는 통합화된 세계의 대중문화로서 일반화되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미국의 문화로 동일시되어 왔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던 대중문화는 다원성의 대두로 인하여 서로 다른

20세기는 산업화와 함께 대중사회의 발달을 가져 각 지 역 고유의 문화현상들의 융합으로 나타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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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욱이 21세기는 양분되었던 냉전시대의 이원론 

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양성과 융합의 세계로 변 

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변화는 퓨전이 

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자 

국의 음식문화에 이국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퓨전푸 

드(Fusion Food)라고 불리는 새로운 식 문화로 등장했 

고, 입식문화로 대변되는 서양 건축양식에도 동양적 

인 느낌의 인테리어나 좌식문화에서 오는 자유로운 

공간창출과 같은 부분들이 도입되었다 의복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가속화된 Retro의 영향아래 퓨전 

적 경향이 나타나 지금까지 패션에 등장되었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적절히 융합을 이루는 형태로 재현되 

고 있다. 그리하여 20세기말의 문화에서 시작된 패 

션에서의 퓨전은 새로운 천년에 들어선 지금도 여전 

히 계속되고 있다.

20세 기 말에 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퓨전의 도 

래와 유행을 세기말적 현상으로 해석')하였으나 오 

늘날 퓨전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다원성 

이나 절충주의로 대변되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적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 

보여지는 퓨전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되고 있 

다.

이러한 퓨전적 특징의 패션은 정흥숙气 정현숙 • 

양숙희', 배수정”, 최정렬》, 이봉덕 • 양숙희气 김성 

복', 김혜정? 박민여 • 이영재”, 양희영 • 양숙희⑵와 

같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포스트 모더니즘이론에 

근거하여 고찰되 었고, 김민정 '2 김문숙 • 김현주'2)는 

양성화, 민속풍, 속옷의 겉옷화, 소재의 혼용, Retro경 

향의 특징을 크로스오버 경향으로 해석하여 고찰하 

였으며 이 와 같은 현상은 2000년 이후부터 이유미 '”, 

신재룡岭에 의해 퓨전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 

데에서 Retro현상에 관하여는 조옥례淄, 박종희”), 장 

희숙"), 신명진淄의 연구로서 1990년대 패션의 특징 

을 Retro로 보고 스타일이나 디테일면에서 고찰하였 

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회 문화이론 

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론을 패션에 도입하여 다원주 

의나 해체주의,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고찰한 연구들 

이 많이 나타났다. 더욱이 복식사를 통하여 볼 때 제

1) http://cyberpr.sw.co.kr/bodo/
2) 정흥숙,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Baroque복식의 loop와 tassel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제25호 (1995), pp.71-84.
3) 정현숙,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3호 (1997), 

pp.502-515.
4) 배수정, “근세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제2권 제1호 (1999), 

pp. 114-128.
5) 최정렬, “POST MODERNISM이 현대패션에 끼친 영향”, 서라벌대학 논문집 제17집 (2000), pp.205-218.
6) 이봉덕, 양숙희, “덕트 테이프 패션에 표현된 다원주의”,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권 제4호 (2000), pp.317 

-324.
7) 김성복,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제18호 (1994), pp.487-511.
8) 김혜정, “해체주의 건축양식과 현대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3호 (1997), pp.89- 

100.
9) 박민여, 이영재, ”1990년대 스트리트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S/S 프레타포르테 콜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제8호 (2000), pp.1155-1166.
10) 양희영,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힉 

회지 제24권 4호 (2000), pp.538-548.
11)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2) 김문숙, 김현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서울여대 자연과학논문 

집 제8집 (1997), pp.153-161.
13) 이유미, “패션트랜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4) 신재룡,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Fusion)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5) 조옥례, “복고풍의 패션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학 논문집 제11집 (1992), pp.181-209.
16)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7) 장희숙, “현대 Fashion에 나타난 Retro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8) 산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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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인간의 신체에 가능한 복식의 형태는 이미 

다 등장되었으므로 오늘날 디자이너들의 패션은 과 

거 복식에서 얻은 영감을 통하여 재창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는 주류 패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Retro가 이전의 다른 시대와는 다 

르게 단순한 과거 복식의 모방을 배제하고 새롭게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면 

서부터는 시대간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고 서로 

병행하며 포용하는 절충적 성격으로 나타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인 다원성과 절충성, 융합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퓨전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되면서 퓨전현 

상의 테두리에서 현대 패션의 경향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론으로 분석되 

어온 패션현상이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잡은 퓨전 

현상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시기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을 

알아보고 그 특징 가운데 Retro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이것은 Retro가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 문화 전 

반에 걸쳐서 재조명되고 있는 현상이며 패션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등장해온 테마이면서 최 

근에는 단순히 시대적인 실루엣이나 디테일만의 재 

현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발전시켜 현 시대 

에 맞는 디자인의 다양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미래의 유행경향을 예 

상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 

운 디자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관계문헌을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퓨전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 특징 가운데 Retro현상을 중심으로 퓨전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하여 1997〜2002년 사이의 "VO- 

GUE'와 1994〜2002년 사이의 'BAZAAR'를 분석하였

〈표 1> 분석자료

VOGUE BAZAAR 연도별 분석수

1994 5 5
1995 12 12
1996 28 28
1997 10 36 46
1998 12 52 64
1999 28 22 50
2000 50 12 62
2001 13 15 24
2002 25 51 76

총 분석수 138 233 371

고, 그 외 패션관련 간행물(ELLE, WWD)과 2000- 

2003시즌 컬렉션 및 패션 트렌드의 최근 경향이 나타 

나 있는 패션관련 인터넷정보(http://www.fck.or.kr,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firstview.com, 

http://www.dongatv.com, http://www.fusionstyle.com, http 

://cyberpr.sw.co.kr/bodo/, http://www.apparelnews.co.kr/ 

collectionection, http://www.fashionbiz.co.kr)> 분석자 

료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자료의 연도별 분포는〈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범위는 퓨전현상의 성립배경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퓨전의 연계성에 관하여 그 특성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 퓨전문화의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 

가운데 패션에 나타난 Retro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Retro로 표현된 퓨전 이미지의 유형과 그 

특징을 연구 분석하였다.

n. 퓨전의 성립배경

I. 포스트 모더니즘과 퓨전

퓨전현상의 모태로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I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문화 이론으로顷이전 

까지 주류를 이루던 모더니즘의 서양문화, 성공과 

부, 상위문화, 남성, 성숙한 연령층을 절대시하는 현 

상에 반발하여 동양 • 제3세계문화, 가난, 하위문화, 

여성, 젊은 연령층을 중요성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 

일하게 받아 들였다

19) 두산동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26권 (1996), pp.6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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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협의의 의미로는 예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광의의 의미로는 20 

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이나 정신구조 그리고 세계관 

과 관련된 매우 폭넓은 현상을 뜻한다. 특히 예술분 

야에 있어서는 건축 양식에서부터 미술, 문학, 음악, 

영화, 연극 등에까지 나타났으며, 저변에 흐르는 철 

학이나 비평이론들은 정치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도 영향을 주었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 1995)에 따르면, 포스 

트 모더니즘적 경향은 기존에 존재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장 

르나 형식간의 절충과 다원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끼. 그것은 소외 받아왔던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지고 대중과 대중문화의 재평가를 포함하 

며, 기존의 권위적이고 탈개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 

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오늘날 대중문 

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특성은 역사적인 요 

소와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으로 나타나며 이 

는 과거의 역사나 각 지역 고유문화의 회고나 재현 

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체와 융합 또는 

절충에 의하여 퓨전화된 형태로 다양하게 복합적으 

로 나타났다气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특정 분 

야의 문화이론이 아니며 여러 분야간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한 시대의 문화 

이론이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이고 역 

사적인 상황과 함께 변모하여 대중문화현상으로 자 

리잡게 된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I960년 

대 등장 이후 점차 시대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학문 

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에게까지 영향력을 미 

치는 하나의 대중문화현상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영 

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 

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20세기말에 와서는 퓨 

전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키며 나타났다. 

그러므로 '퓨전'의 의미는 단어 본래의 의미인 융합 

의 특성 외에도 다원성, 해체와 절충, 혼성모방 등이 

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Fusion의 사전적 의미는 화학에서의 융해, 용해(한 

것), 융합 또는 정치학상 정당이나 당파의 합동, 연 

합, 제휴, 심리학상 융합을 뜻하고 라틴어로는 ,fiisio' 
가 어원으로 영어 'Rise'의 명사형이며X)또 다른 의 

미로서 'fUture'와 'vision'의 합성어라는 견해도 있다 

26). 따라서 퓨전은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이전과 전 

혀 다른 저】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를 담 

은 혼성화, 혼합주의(Syncretism)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의 퓨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 

은 재즈음악에서였다. 1960년대 흑인 트럼펫 연주자 

인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가 재즈와 록의 결 

합을 시도하면서 퓨전 재즈가 시작되었다”). 요즈음 

은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퓨전적인 

현상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2. 퓨전문화

문화는 인간의 지식과 신념 그리고 행동 등이 통 

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양식이다. 그 요소로는 언 

어 • 관념 . 신앙 . 관습 . 규범 . 제도 . 기술•예술• 

의례 등이며龄, 그 중 일부는 과거로부터 유래하고 

다른 일부는 동시대의 사회적 유산의 합이라고 정의 

된다29) 따라서 문화란 결국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 

이므로 사회 구성원에 의해 창출되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예술과 건축, 영화 등 문화 전반 

은 그 시대의 사상과 양식을 반영하는데, 특히 의복 

에서 이러한 문화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20) 멋을 아는 생활, (1995), pp.50-51.
21)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1), p.12.
22) Charles jencks(저) 청람번역팀 역,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청람, 1995), p.152.
23) http://www.narona.com/museum/pbs/present_fashion.htm
24) 권택영, 전게서, p-9.
25) 한국영문학회, 밀레니엄 새로나온 영한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1), p.1203.
26) 김남연, “퓨전의 미학 •프랑스문화”,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권 (2000), p.15.
27) 성기완, 재즈를 찾아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157.
28) 동아일보 & 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제8권 (서울: 동아일보 & 브리태니커, 1993), p.141.
29) Marilyn J. Hom, Louis M. GureL(저), 이화연 외 2 (역),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1988),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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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패션은 그 자체가 곧 문화이자 그 시대의 문 

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중문화이기도 하다. 특히 

하위문화와 상위문화가 해체와 융화를 거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다원성을 보이는 요즘은 대중이라는 

다수가 문화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모더니즘 

이 가진 고급화, 정형화를 해체하고 자유롭고 다양 

하며 즐거울 수 있는 사상의 전환이 바로 포스트 모 

더니즘이며 현재 퓨전이라 불리는 사회전반의 조류 

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에서 퓨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인 

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모든 문화현상들은 퓨전의 

결과로 생긴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여 

러 민족의 언어를 보면 퓨전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오천년 고유문화라는 것도 그 뿌 

리를 찾아보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 민족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타국의 문화 중 유익 

한 부분을 자국에 받아들여 토착화시키는 일은 과거 

로부터 이어져 왔다坳 이러한 퓨전현상이 오늘날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와 세계화를 기 

반으로 각 지 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으 

며 다른 지역간의 교류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 

의 창출로 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연에 대 한 관심, 과거의 문화에 대한 수용, 기계 

문명의 거부, 기존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에서 포 

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문화 이론이 등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전의 모더니즘적 특성이 해체되어지 

고 문화에서는 다원성의 수용과 절충주의에 기인하 

여 이질적인 문화간의 융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러한 융합이 사회 각 분야에 반영 되 면서 퓨전현상이 

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중문화로 자리한 퓨전현상은 문화의 새로 

운 장르로 현재 우리의 문화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화두이다. 음악, 미술, 정치, 경저】, 종교, 네트워크, 

산업제품, 경영의 기법, 요리에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미 깊숙이 자리잡았으며3, 퓨전푸드 (Fusion 

Food)로 알려진 동서양의 재료가 섞인 다국적 요리 

의 경우 퓨전이라는 용어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퓨전푸드는 1980년대 미국 LA의 한 중국음식점에 

서 시작되어 이국적인 취향의 문화가 대중에게 수용 

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유행처 럼 번져 현재는 동서 양 

의 조리법 중 좋아하는 맛 또는 장점만을 뽑아 또 다 

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 음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32). 인테리어를 포함하는 건축양식에서도 20세기말 

에 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영향으로 젠 스 

타일(Zen style)이 유행하였고, 과거와 현대 또는 동 

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되어 나타났다. 

영화에서의 퓨전은 코믹과 스릴러와 액션이 뒤섞였 

거나, 호러와 멜로, SF까지 넘나들며 장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에서 퓨전은 

승용차 개념의 레저용 승합차라든가, 승용차형 트럭, 

짐을 싣는 밴의 기능을 강화한 소형차 등으로 나타 

났으며, 현대의 '싼타모', 기아의 '카렌스', 대우의 '칼 

로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패션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대 

중의 소비욕구를 반영하는 생활문화이므로岂 퓨전의 

경향은 성, 시대, 지역, 용도에서 혼용되고 절충되어 

나타나고 있다的 이것은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에 

의 돌입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의 다양화에 의한 소비욕구의 반영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이 그 시대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는 지난 20()1년 9월 

11일 미국을 강타한 9. 11테러 이후, 자국민에게 애 

국심을 촉구하는 성조기를 응용한 패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VOGUE 2001년 11월호의 Catherine Ma- 

landrino는 'spirit of American'이라는 제목으로〈그림 

1〉과 같은 의상을 선보였으며, 2002년 S/S New York 

Collection에서 여러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성조기 의상을 선보였다明.

앞으로의 패션계는 일정한 주기를 이루었던 시즌,

30) 홍승찬, "퓨전의 시대에 생각하는 퓨전의 의미”, 낭만음악 제12권 제4호 (2000. 가을), p.213.
31) 김윤경, "퓨전디자인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
32) .http://www.hisionstyle.com
33) Marilyn J. Hom, Louis M. Gurel., 전게서, p.382.
34) 김문숙, 김현주, 전게서, p.160.
35) VOGUE U.S.A.,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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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Catherine Malandrino. VOGUE 2001. 11.

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로스오버와 퓨전의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처럼 양자의 성격 또한 엄연히 

다르므로 그 적용 대상이나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크로스오버는 장르적 요소들의 혼합을 

뜻하고, 퓨전은 두 장르가 용해되고 융합되어 탄생 

된 전혀 새로운 제3의 장르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퓨전은 요소의 구분이 가능한 뒤섞임의 의미인 크로 

스오버이라기보다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된 뒤범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퓨전은 크로스오 

버의 의미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남의 영 

역을 넘보는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서로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생겨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이러 

한 두 용어의 의미를 패션에 적용시켜 볼 때, 크로스 

오버는 스타일의 외형적인 단순한 변화를 일컫는 것 

이고, 퓨전은 시대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패션현 

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퓨전현상은 대중문화 전반에서 서로 넘나 

들며 융합되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lift style)이 

되고 있다啊.

대립적 영역이었던 성(性), 끊임없이 변화를 이뤘던 

스타일이 규칙성에서 탈피하여 시즌마다 등장하던 

패션테마까지도 서로 함께 사용되어지면서气 이러 

한 과정에서 적합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크로스오버'와 '퓨전'을 들 

수 있다. 일련의 학자들은 퓨전의 의미를 크로스오 

버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된 퓨전의 의미와는 달리 크로스오버 

(Crossover)의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 교차점이라는 

일반적 의미 외에 철도의 전선로, 생물학의 이전(移 

轉), 음악에서의 재즈와 록을 혼합한 형태를 뜻한다 

찌. 또한 패션에서의 크로스오버는 아이템이나 소재 

등 시각적인 요소들이 서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 

미하고, 퓨전은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에서 여러 시 

대적 경향이 동시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m.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

1. 패션에서의 퓨전 이미지의 특징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패션현상은 포스트 모더 

니즘을 이루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다원주의, 해 

체주의, 절충주의적 특성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따 

라서 199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퓨전현상은 포스 

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특성들이 문화의 여 러 분야에 

서 적절히 그 요소가 융합되어 보여지는 현상이므로 

오늘날 퓨전적 패션경향을 1990년대 후반까지 연구 

의 기본 토대가 되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위 

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다원주의 혹은 다원성은 패션에서의 기존 질서나 

양식, 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 

로서 과거에는 패션의 소재나 형태로 여겨지지 않던

36)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1), p.24.
37) 홍승찬, 전게서, p.214-5.
38) 한국영문학회, 전게서, p.694.
39) 전영태, "퓨전, 고급과 대중의 뒤섞임: 보편적 가치관 무너진 시대의 엉성한 뒤섞임”, 문학사상 저)342호 

(2001. 4), pp.68-69.
40) 송세영 “크로스오버 경향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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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의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패션에서 속옷의 

겉옷화, 겉으로 드러난 솔기, 이질적 소재의 조화로 

나타났다叫

해체주의는 패션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본래 

기능이 무너지고 이 요소들의 적용과 해석을 확대, 

과장,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패션에서 성의 구분 

이 해체된 양성화, 의복의 고정관념을 해체한 속옷 

의 겉옷화, 시대성이 해체된 Retro로 나타났다物.

절충주의는 패션에서 시대와 시대와의 절충, 의미 

와 의미와의 절충,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전위성 

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각각의 특징을 절 

충한 양성화, 하위문화의 도입으로 시작된 이질적 

소재간의 절충, 속옷의 겉옷화, 아시아를 비롯한 아 

프리카, 중동, 남미의 복식문화와 서양의복과의 절충 

으로 나타난 이국취향, 과거와 현재의 절충인 Retro 
로 보여졌다41 42 43 44).

41) 정현숙, 양숙희, 전게서, pp.505-506.
42) 박민여, 이영재, 전게서, p.1158.
43) 이봉덕, 양숙희, 전게서, p.321.
44) 양희영, 양숙희, 전게서, p.542.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은 

다원주의나 해체주의, 절충주의가 동일하게 표현되 

어 나타났으며, 이 경향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퓨 

전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좀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에서 나타난 

패션의 퓨전적 특징을 요약하면〈표 2〉와 같다.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의 구체적 내 

용을 알아보면 첫째, 성의 혼재에서 비롯한 양성화 

(兩性化)현상으로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이 경 

계를 허물고 혼합하여 공존하는 양성적인 스타일을 

의미한다’ 둘째, 동 • 서양 문화의 융합으로 나타난 

민속풍으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서양복식 

에 화려한 장식성을 띠면서도 자연미를 나타내는 민 

속복식의 혼합을 말한다. 이국적인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을 응용하거나 장신구의 착용으로 표현되었 

다. 셋째,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속옷 자체를 겉옷으 

로 착용하는 방법과 속옷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방 

법, 속옷의 소재나 형태에 변화를 주어 겉옷화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이질적 소재의 혼용 

은 용도나 질감 등이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함께 사 

용함으로서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다섯 

째, 시대적 요소가 재현된 Retro 현상으로 과거의 섬 

세하고 화려한 장식성이 지금의 현대적인 감각과 조 

화를 이루어 잃어버린 장식성과 낭만을 되살렸다.

이와 같은 특징 가운데 지속적으로 패션에서 등 

장되고 있는 테마인 Retro 현상이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퓨전현상 속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재현

〈표 2>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과 퓨전현상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해체 주의 절충주의

패션에서의 의미

-과거에 패션의 소재나 방법으 

로 사용되지 않던 것의 수용.

-스타일, 소재나 의미의 복합성.

-패션관련 요소들의 본래 

기능은 없어지고 확대, 과 

장,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

-패션에서의 대립적인 요소 

간의 조정과 융합.

-시대나 의미의 절충,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전위성.

패션에 나타난 

형태

속옷의 겉옷화, 겉으로 드러난 솔 

기, 이질적 소재의 조화

양성화, 속옷의 겉옷화, Retro 
현상

양성화, 이질적 소재, 속옷의 

겉옷화, 이국취향, R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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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Retro로 표현된 퓨전 이미지

1) Retro의 개념

Retro는 라틴어의 'retro'가 어원이며, 회상, 회고, 

추억의 의미를 가진 명사인 레트로스펙트(Retrospect) 

의 줄인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옛날의 상태로 돌 

아감, 과거의 체제나 사상, 전통 등을 그리워하여 그 

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뜻하며, 음악과 패션에서 

는 리바이벌(revival), 복고풍을 의미한다")

패션에서의 Retro는 과거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현 시대의 사람들 기호에 맞추어 재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의미로 노스탤직 패션(Nostalgic 

fashion),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 패션 리바이벌 

(Fashion reviv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45 46 47 48 49).

45) 한국영문학회, 전게서, p.2503.
46) 신명진, 전게서, pp.50-51.
47) 오문각, 최신판 신영한대사전 (서울: 예면출판사, 1978), p.1644.
48)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22.
49) Charles jencks, 전게서, p,13.
50)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1996), p.207.
51) 장희숙, 전게서, p.2.

Retro라는 용어 자체가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뒤로' 혹은 되받아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pie'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约 음악과 패션, 디자인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 

게 되자 신조어로서 명사화되었다.

최근 패션에서의 Retro는 단순한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이 임의적으로 절충과 

융합을 이루어 나타난 형태로서 다양한 대중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가지므로 20세기 

말 지배적인 문화현상으로 떠오른 퓨전현상 속에 나 

타난 Retro는 좀더 확대된 의미로 볼 수 있다.

2) Retro로 표현된 퓨전적 특징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의 증대로 오늘날 기 

술 일변도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소외되기 시작하였 

고 냉전시대의 붕괴로 야기된 끊이지 않는 국지전과 

테러위협 등의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에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과 인공적 산물들을 

느낄 수 없는 과거를 동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적 환경 속에서 20세기 후반 등장한 포스트모더 니즘 

은 인간 본연의 감성회복을 위하여 Retro를 주테마로 

삼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복식에 영향을 미쳤던 

초기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Retro경향은 그 흐름 

을 이어오고 있는데, 1980년대의 역사적인 경향은 20 

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인 모더니즘의 몰역사적 경향 

에 대한 반발과 1970년대 말의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패션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적이며 여성적이고 낭 

만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복식디자인에 반영되 

기 시작한 과도기로서 과거의 것들이 재조합을 통하 

여 새로운 발상의 디자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 

표되었으나 대중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机).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거의 것과 전통적인 것의 절충 

과 혼합에서 비롯되었으며少 여기에 다원성의 영향 

을 받아 Retro로 나타난 퓨전적 특징들도 다양한 스 

타일로 등장하였다. 가까이는 I960, 1970년대의 미니 

스커트와 히피룩(hippie look), 195。년대의 헐리우드 

스타일, 1920년대의 보이시룩(boyish look) 등으로부 

터 멀리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 

의 귀족 복식, 고대의 그리스 • 로마복식, 이국적인 

민속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용을 보 

이고 있다50 51). 또한 Retro의 재현에 있어서도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 감각 

에 일치 혹은 조화되는 것을 찾아내어 재창조되며 

부분적인 요소에서 전체적인 실루엣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빠르게 등장 

하고 변화되어지는 Retro 경향이 유행되어') 오늘날 

까지 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전 분야에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1990년대 패션에서도 I960년대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스 

타일도 재현되었다.〈그림 2〉에서는 2000년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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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ZZAR 2000. 7. 2000년 F/W Collection.

Collection에 나온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 

대별 재현을 통하여 2000년에 들어서도 Retro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匆. 1900년 이후 1970년대 

까지는 매 10년마다 특정적인 스타일이나 패션테마 

에 의해 특징을 이루었다면 1980년대의 특징은 고대 

복식부터 1920년대 이후 매 10년에 대한 향수와 그 

스타일의 재현이었다砂 따라서 Retro가 주류로 유행 

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특성과 

유형을〈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etro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양식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반복되어온 현상이며, 

복식사를 통해 볼 때 지속적인 창조의 방법이 되어 

왔다. 또한 의복의 조형은 인간의 고정된 신체에 입 

혀진다는 한계를 넘지 못하므로, 이의 재등장은 되 

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Retro의 형식과 유행은 

영원한 패션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Retro 

경향은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의 부각으로 자연주의 성향에서 비롯 

된 에스닉과 히피룩, 인간본연의 낭만주의적 감성에 

서 기 인한 로맨틱스타일이 세계 패션 흐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까지 Retro는 등장했다 사라지는 

유행현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 하나의 조류라고 여 

겨질 만큼 대중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Retro가 퓨전적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 요인을 요 

약하면〈표 4〉와 같다.

3) Retro로 표현된 퓨전 이미지의 유형분석

Retro를 통해 패션현상에 나타나는 퓨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로맨틱 • 에스닉 • 히피룩 이미지로 특 

징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퓨전현상이 대 

두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즌별로 지속적으로 등장 

되고 있는 테마이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모습으 

로 재현되어 나타날 것이기 보여지기 때문이다.

(1) 로맨틱(Romantic)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는 1830〜1850년대에 나타난 의복 

스타일로 복식에서의 로맨틱 이미지는 넓은 어깨와 퍼 

진 hem라인, 레그 오브 머튼 소매의 부푼 소매, 허리

〈표 3>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보여지는 Retro의 차이점

구 분 (배경적) 특성 패션유형

19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이 반영되기 

시작.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복식부터 1970년대 스타 

일까지 융화를 이루지 못한채 재현되어짐.

1990년대 중반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중화에 의한 다 

양화와 세분화를 이룸.•다원주의, 절충 

주의, 해체주의

과거 복식에서 얻은 영감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 

을 부여함. 1950, 60년대의 오뜨 꾸뛰르 스타일과 자 

유로운 히피스타일이 등장.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퓨전문화에 의하여 절충과 융합을 이 

룸

시대적 경계가 없어지고 소재의 고급화와 환경친화 

적인 요소가 혼합된 로맨틱, 에스닉, 히피풍의 재현.

52) BAZZAR U.S.A., 2000. 7.
53) 조옥례, 전게서,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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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패션의 퓨전적 특징으로 나타난 Retro 요인

요 인 패션에 나타난 형태

1 과거의 동경, 과거 지향의 시대경향
시대적인 스타일의 재현 : 20년대-80년대 복식, 고대 그리스 • 로마 

복식, 중세이후 귀족복식

2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해체와 절충 시간적 • 공간적 절충 : 동서양복식의 혼합, 속옷의 겉옷화, 양성화

3 창조의 한계 특히, 서양복식의 한계
동양을 비롯한 남미, 아프리카풍 도입 : 민속적 소재나 문양, 디테일 

이 등장

4 대중의 소비욕구 및 유행심리의 충족
하나의 특징적 아이템만으로 당시 유행이미지 재현 가능 : 히피룩의 

아플리커】, 패치워크, 프린지장식의 백, 두건

5 개성표현의 추구 역유행의 유행리더

〈그림 3> Breaking all the rules, p. 202.

선을 가늘게 조여 형성된 X자형 실루엣으로 과장되 

게 표현되었고, 넓게 파인 데콜레트 목선에 레이스, 

러플, 프릴, 자수 등의 장식이 더해졌다"）. （그림 3） 

이 시대의 로맨틱 스타일은 주로 16세기 르네상스양 

식과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재현으로서 여성적인 곡 

선, 리본이나 레이스, 프릴 등의 넘칠듯한 장식적 요 

소로 나타나는 화려한 장식성의 재현과 레이스, 모 

슬린,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아line）과 같은 값비싼 

직물이 소재로 사용되었다灼. （그림 4）

최근 패션경향에서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는 과거 

와는 다르게 소재나 디테일면에서 직조기술의 발달 

과 수공예기법의 섬세함이 더해져 다양한 실루엣으 

로 보여지고 있다. 분석자료를 통하여 로맨틱 이미 

지의 스타일, 소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

〈그림 4> http://home.cein.or.kr/~juju320/cloth, 

1815~1845년 X자형 실루엣.

을 보면, 스타일면에서 이전에는 공상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소녀적인 느낌의 패션에 대한 지칭이 

었으나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통한 과거에 대한 동 

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간의 기술과 

자연을 융화되도록 하여 세계화로 나아가는 접근으 

로 여성스러움이나 민속적인 요소들과 자유스러움 

이 나타나는 의복 스타일이 등장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자연미와 인간미의 혼합으로 

나타난 부드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포함하게 되어 허 

리를 조르고 엉덩이선 아래를 퍼지게 한 볼륨드레스

54) 유송옥 외 2,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9), p.138.
55)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p.304.
56) BAZZAR U.S.A., 1997. 10.
57) BAZZAR U.S.A.,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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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AZZAR 1997. 10. Christian Dior.

와 바디선을 그대로 강조한 타이트드레스가 많이 등 

장되였으며 어깨선을 살려주는 뷔스티에는 러플이 

나 비즈장식이 더해져 과거의 화려함을 되살렸다. 

Christian Dior의 John Galliano는〈그림 5〉에서 X자형 

실루엣과 부푼 소매로 19세기의 로맨틱 스타일을 그

〈그림 6> BAZZAR, 2002. I. Valentino.

〈그림 7> VOGUE 1998. 4. Karl Largerfelt.

대로 재현한 볼륨드레스로 과거 복식에 대한 동경이 

그대로 나타난다洵. VaJen血0의 작품（그림 6）과 같이 

바디선에 피트시킨 타이트드레스의 경우, 하이 웨이 

스트로 비치는 레이스의 사용으로 로맨틱 이미지가 

주는 여성미를 나타내었다功. 이는 과거의 실루엣이 

주는 고정되고 과장된 형태가 사라지고 바디컨셔스 

한 모습을 보여준다. 소재면에서는 여성스럽고 장식 

적인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점점 다양화되고 고 

급화되는 추세로 얇고 드레이프성이 좋은 것을 주로 

사용하였다. Karl Larger倒t는〈그림 7〉에서 20년대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폴 뽀와레의 의상을 직조기술 

의 발달로 고급화되고 화려해진 소재인 저지의 드레 

이프성과 비즈 장식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叫 로 

맨틱 이미지의 주소재로는 벨벳, 레이온, 실크, 조제 

트, 타프타, 새틴, 레이스, 시폰, 저지, 튤, 오간자, 니 

트 등이 사용되었다.〈그림 8〉의 siren gown은 1975 

년 S/S Paris Collection에서 선보였던 아름답고 섹시 

한 요부풍의 드레스로서 Emmanuel Ungaro에 의해 

재현되었다. 인체를 감싸는 듯한 고대복식형의 실루 

엣인 이 드레스는 부드러운 레이온 소재를 사용하여 

옆선을 깊게 판 슬래쉬로 여성미를 살렸으며 드레이 

프네크라인과 톤 다운된 연한 광택이 로맨틱을 강조 

하였다洵.

58) VOGUE U.S.A., 1998. 4.
59) BAZZAR U.S.A.,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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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AZZAR 2000. 4. Emmanuel Ungaro.

〈그림 9> BAZZAR 2002. 1. Ralph Lauren.

레이스는 과거 로맨틱 스타일의 등장시기에는 칼 

라나 끝단에 덧붙이는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었으 

나, 1990년대 이후부터 의복 소재의 하나로 자리 잡

〈그림 10〉VOGUE 2000. 2. Oscar de la Renta.

아 더욱 쓰임새가 다양해졌고 레이스 자체에 나타나 

는 무늬도 꽃무늬, 덩굴잎무늬부터 동그라미, 사각 

형, 마름모, 줄무늬 등의 기하학적 무늬까지 등장하 

여60 61 62 63) 2000년 이후부터는 아이템에 구애없이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2002년 S/S시즌에서 Ralph 

Lauren은 상의에 자잘한 꽃무늬의 화이트레이스를 

사용한 시스루룩을〈그림 9〉에서 선보였다"). osar 

de la Renta가 2000년 들어 선보인〈그림 10〉의 eyelet 

드레스는 레이저컷으로 구멍을 뚫어 귀엽고 사랑스 

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钩. 대부분의 소재가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룩으로 표현되어 여성스러우면서도 

섹시한 관능미를 강조하였다曲)

60) 멋을 아는 생활, 1990, p.23.
61) BAZZAR U.S.A., 2002. 1.
62) VOGUE U.S.A., 2000.2.
63) http://www.dongahtv.com.
64) BAZZAR U.S.A., 2001. 10.

색상면에서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와 

같은 모노톤의 무채색이 기본색상으로 사용되었다. 

화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면서 순수와 청초함 

을 상징하고 시즌에 관계없이 주색상으로 사용되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그림 11〉은 Prada가 선보 

인 캡슬리브드레스로 레이스와 시폰이 사용된 화이 

트미 니드레스이 다64). 같은 시즌 New York Collection 

에서 Ralph Lauren은〈그림 12〉에서 티어드스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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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BAZZAR 1999. 2. Richard Tyler.

〈그림 11> BAZZAR 2001. 10. Prada.

〈그림 12> BAZZAR 2002. 1. Ralph Lauren.

수를 놓은 화이트레이스를 사용하였다% 블랙은 자 

칫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색상이지 

만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얇고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 

로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색상 

으로 표현되 었다. Richard Tyler는 검 정 가죽으로 장식

〈그림 14〉BAZZAR 2002. 1. Anna Molinari.

되어진 tulle블라우스에서 가슴을 깊게 판 데콜레트 

와 비치는 튤소재를 사용해서 여성적인 관능미를 표 

현하였다. （그림 13）65 66 67）하이 웨이스트와 Anna Mo- 

linari의 S/S시즌에 나온 미니드레스 （그림 14）는 블랙 

레이스가 주는 감춰진 섹시함을 잘 나타냈다引）. 그 

외 사랑스러운 로맨틱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핑크나 퍼플, 레드, 옐로우와 같은 화려하고 산뜻한 

색상과 열대지방의 감미로운 자연 색조가 사용되었 

65) BAZZAR U.S.A., 2002. 1.
66) BAZZAR U.S.A., 1999. 2.
67) BAZZAR U.S.A.,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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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테일면에서는 러플과 프릴이 주를 이루었다. 프 

릴은 목선, 어깨, 소매, 옷솔기뿐 아니라, 블라우스, 

재킷, 티셔츠, 스커트, 원피스, 이브닝드레스까지 폭 

넓게 사용되었다. 시폰이나 타프타 등의 소재로 된 

러플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내었고, 스 

커트에서는 레이스와 매치시키거나 여러 겹을 겹쳐 

풍성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비즈나 시퀸은 의복 전 

체에 장식되어 마치 반짝이는 보석이 걷는 느낌을 

줄 정도로 화려하고 고급화되었다. 때로는 소재나 

실루엣에서만이 아니라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로맨틱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15〉는 디테일중 

하나인 시퀸(sequin)을 드레스 전체에 장식한 Alexan- 

der Macqueen의 머메 이드드레스로 과거 복식의 재현 

이면서도 지금의 감각에 맞게 재창조되었다68 69). 로맨 

틱 이미지를 표현하는 꽃문양은 사실적인 표현에서 

부터 그래픽 꽃무늬와 빛바랜듯한 고풍스런 플로랄 

프린트까지 비비드한 칼라의 사용과 함께 드레스의 

주 문양을 이루었다. Gianni Versace는〈그림 16〉과 

같이 2001년 S/S Collection에 나왔던 실크저지소재 의 

자이언츠 플로랄드레스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부드 

러운 질감의 플로랄 프린트나 잎사귀 혹은 당초무늬

68) BAZZAR U.S.A., 1998. 4.
69) BAZZAR U.S.A., 2001. 1.

〈그림 15〉BAZZAR 1998. 4. Alexander Macqueen.

〈그림 16〉BAZZAR 2001. 1. Gianni Vereace.

의 페이즐리 문양과 선이나 도형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많이 등장하여 오늘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문양을 통하여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时).

이와 같이 로맨틱 이미지의 스타일, 소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도별로 분석하여〈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의 로맨틱 이미지는 로맨틱 스타일로 불리 

는 낭만주의시대의 과장된 X자형 실루엣만을 재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복식에서 받은 영감을 통하여 

환경과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실루엣은〈표 5〉에서 보듯이 바디선을 그대 

로 드러내거나 살려주는 슬림하고 타이트한 드레스 

가 주를 이루었고 직조기술의 발달로 예전부터 로맨 

틱 스타일에 사용됐던 레이스나 실크, 머슬린과 같 

은 소재들이 여전히 강세를 이루었으며 시폰과 저지 

같은 드레이프성 이 강하면서 얇고 부드러운 소재도 

선호하였다.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인 튤과 시폰, 실 

크, 레이스 등이 2002년 S/S Collection의 주요 아이템 

의 하나로 사용되었고 로맨틱, 에스닉, 히피스타일이 

주테마로 등장되었다. 리본이나 스트링으로 장식된 

페전트블라우스는 레 이스, 프릴, 셔 링 등이 사용되어 

소녀풍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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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맨틱 이미지의 특징

로맨틱 이미지

스타일 소 재 색 상 디테일

1995년
-볼륨드레스

-타이트드레스

-레이스, 가죽, 벨벳, 시폰 

망사

-블랙, 화이트, 파스텔 색상 -비즈, 플로랄, 리본

1996년
-미니드레스

-뷔스티에드레스

-비닐, 레이스, 시폰, 망사, 

니트, 새틴

-블랙, 화이트, 레드, 아이보 

리, 그레이

-비즈, 러플, 플로랄, 망사

1997년

-엠파이어드레스

-미니드레스

-타이트드레스

-레이스, 시폰, 실크, 니트 -블랙, 화이트, 그레이, 옐로 

우, 二린, 아이보리

-비즈, 자수, 플로랄, 러플, 

셔링, 드레이프, 망사

1998년

-타이트드레스

-볼 가운

-슬림&롱실루엣

-레이스, 시폰, 실크, 

저지, 면, 새틴, 니트, 

벨벳, 듀 캐시미어

f블랙, 화이트, 그레이, 퍼플,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카키, 브라운, 아이보리

-비즈, 시퀸, 플로랄, 러플, 

프릴, 셔링, 드레이프, 털 

장식, 망사

1999년
-타이트드레스

■■볼륨드레스

-레이스, 시폰, 실크, 튤, 

새틴, 니트

-블랙, 화이트, 아이보리 -비즈, 플로랄, 러플, 프릴, 

셔링, 리본

2000년

-미니드레스

-볼륨드레스

-타이트드레스

-80 년대풍

-면, 레이스, 시폰, 실크, 

울, 오간자, 데님, 스웨이 

드 아이렛

-블랙, 화이트 레드, 아이보 

리, 브라운, 블루, 카키, 핑

' 크, 오렌지, 옐로우

-플로랄, 러플, 프릴, 셔링, 

자수

200! 년

-타이트드레스

•••미니드레스

- 하이웨이스트.

-뷔스티에, 발레스커트

-50, 60년대풍

-레이스, 시폰, 실크, 

머슬린, 저지, 새틴, 

벨벳, 면, 가죽, 데님

-블랙, 핑크, 화이트, 레드, 

아이보리, 퍼플, 블루

-플로랄, 러플, 프릴, 셔링, 

드레이프, 도트 무늬, 자 
수

2002년

-미니드레스

-타이트드레스

-엠파이어드레스

- 페 전트룩

■■볼륨스커트

- 70년대풍

-레이스 시폰, 면, 타프타, 

새틴, 튤, 실크, 니트, 머 

슬린, 아이렛

-블랙, 화이트, 핑크, 레드 퍼 

플, 카키, 그레이, 베이지

-플로랄, 자수, 러플, 프릴, 

셔링, 드레이프, 코사지, 

리본장식, 스트링, 털장 

식

허리선을 강조해 클래식한 분위기의 엠파이어원피 

스가 이번 시즌 로맨틱한 이미지의 아이템으로 등장 

하였다. 넉넉한 전원풍의 스타일에서부터 섹시함을 

살린 관능적인 드레스, 꽃무늬의 소녀풍까지 다양한 

엠파이어룩이 선보였다.

패션에서의 로맨틱 스타일은 과거의 스타일이 □. 

대로 재현된 경우와 소재나 디테일에서 부분적으로 

로맨틱한 요소를 가미한 경우, 동시대의 트렌드를 

이루는 에스닉이나 히피와 같은 다른 스타일과의 융 

합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에스닉(Ethnic)이미지

에스닉이미지는 1980년대에 등장한 오리엔탈리즘 

에서 시작된 패션현상이다. 이것은 인간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서 순수한 감성과 본질성의 추구가 인 

간의 정신적 휴식처가 된다는 생각의 발전으로 등장 

되어 서양 복식의 보급화에 따른 의복의 획일화에 

반발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스닉의 등장배 

경으로는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 증가하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타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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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인한 동서양의 만남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나라 고유의 문화나 문물, 즉 의복이나 관습 등이 

패션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고, 다양한 민족의 민속 

복식이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다시 서양의복에 재현 

되는 등 문화를 초월한 스타일의 융합이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서양 복식이 가지는 인 

위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를 벗고 동양사상을 기반으 

로한 아시아의 순수성과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라고도 할 수 있다.

에스닉의 의미는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의상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 

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패션으로 중근동 

의 종교의상, 잉카의 기하학적 문양, 인도네시 아의 바 

틱, 인도의 사리 등을 일컫는다7°). 또한 엑조틱(Exo

tic), 포클로어(Folklore)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에 

스닉은 비기독교적 문화권의 민속의상을 대표하고, 

엑조틱(Exotic)은 '외국의', '이국풍의', '이국 정서'라 

는 의미로 에스닉과 포클로어를 포함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패션의 통칭으로 정의되며, 포클 

로어(Folklore)는 '민속학'이라는 뜻으로 전원적 취향 

의 일반적인 민속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한다叫

분석자료를 통하여 에스닉 이미지의 스타일, 소 

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스타일 

면에서의 에스닉 이미지는 오리엔탈리즘의 유행을 

시작으로 1990년 F/W Collection에서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풍, 아랍풍, 러시아풍, 동유럽풍으로 나타나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요소들이 서양복식에 다양하 

게 융합되 어 나타났다. 'Egyptian Fantasy'라는 제목으 

로 Miguel Adrover는〈그림 17〉에서 카프탄(caftan)코 

트와 스커트를 이국적인 문양과 색채로 표현하였고 

자카드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 에스닉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2002년 선보인 Oscar de la 

Renta의〈그림 18〉의 의상은 투우사 복장과 플라맹 

고 스커트로 정열적인 스페인풍을 표현하였다지

소재면에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림 18> BAZZAR 2002. 7. Oscar de la Renta.

소재, 고급화된 소재로 동양풍의 점성술적 프린트 

소재의 사용과 울소재의 혼방(방모와 실크, 방모와 

소모)과 고급화로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 타스마

70) 정삼호, 전게서, p.125.
71)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 1995), p.102.
72) VOGUE U.S.A., 2001. 7.
73) BAZZAR U.S.A., 2002. 7.

-308 -



제 11 권 제 2호 김후란•은영자 133

〈그림 19> BAZZAR 1994. 7. Jean Paul Gaultier.

〈그림 20> BAZZAR 1999. 9. Dolce&Gabbana.

니아, 트위드와 저지, 자카드가 사용되었다. 1980년 

대 파리에 진출한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화된 

동양풍의 부각은 Jean Paul Gaultier의 일본풍 벨벳기 

모노인〈그림 19〉와 같이 비대칭적 여밈과 동양적 

문양, 보색대비 색상의 사용으로 나타났다이세이 

미야케, 다케다 겐조, 레이 가와쿠보 등에 의해 알려

74) BAZZAR U.S.A., 1994. 7.
75) BAZZAR U.S.A., 1999. 9.
76) VOGUE U.S.A., 2001. 5.
77) BAZZAR U.S.A., 2002. I. 

진 일본풍은 그 신비로움과 실루엣의 형태적 웅장함 

으로 인하여 서구의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 

쳤다. Dolce&Gabbana는〈그림 20〉에서 겉면에는 몽 

고리안 양털을 사용하였고 안쪽에 일본어가 프린트 

된 밝은 선홍색의 롱헤어코트와 새틴소재의 팬츠로 

에스닉 이미지를 보여주었다处 Callaghan은 2001년 

S/S Milan Collection에서 ,Grecian Formula'라는 제목 

으로 그리스복식을〈그림 21〉과 같이 재현하였는데 

가볍고 부드러운 실크저지를 소재로 하여 스커트와 

블라우스에 더욱 풍성한 드레이프성을 표현하였다 

"). 이와 더불어 자연스런 색상과 구김의 마는 소재 

자체가 주는 동양적 인 느낌과 순수함이 돋보이는 자 

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특히 한복선을 연상시키는 

Lauis Vuitton의 작품〈그림 22〉와 같이 에스닉 이미 

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색상면에서는 동양풍 

이나 남미풍의 주색상으로 등장한 레드가 선홍빛에 

서부터 차가운 레드에 이르기까지 에스닉 패턴이나 

자수뿐만 아니라 전체 의복 색상으로도 꾸준히 등장 

하고 있다. Jeanfranco Ferre의 인도풍 의상은 앞중심 

부분의 대칭적 문양과 숄에 나타나고 있는 자수와 

민속적인 문양을 하이 웨이스트의 롱 실루엣으로 나

〈그림 21> VOGUE 2001. 5. Calla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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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BAZZAR 2002. 1. Lauis Vuitton. 〈그림 24〉VOGUE 1999. 1. Jean Paul Gaultier.

〈그림 23〉BAZZAR 1996. 12. Jeanfranco Ferre.

타내었다. （그림 23）冏 Jean Paul Gaultier （그림 24）의 

의상은 블랙수트위에 얇고 비치는 소재의 시폰을 덧 

입혀 이질적인 소재의 융합을 보여 주며 코르셋형 

상의에 일본풍의 붉은 오비를 두름으로서 동 ' 서양 

문화의 절충도 함께 나타내었다끼.

퍼플은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에스닉 이미지를 보 

여주는 데 가장 적절한 색상으로 사용되었으며 톤이

〈그림 25〉BAZZAR 2002. 1. Marc Jacobs.

낮은 핑크와 더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002년 S/S New York Collection의 Marc Jacobs는 다 

소 오래 되고 소박한 느낌의 색상과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느낌의 아이템인 티어드스커트로 에 

스닉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25）78 79 80） 디테일면에서 

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얻 

은 패턴, 문양, 자수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크고

78) BAZZAR U.S.A., 1996. 12.
79) VOGUE U.S.A., 1999. 1.
80) BAZZAR U.S.A.,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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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BAZZAR 1998. 7. Yoji Yamamoto.

사실적인 꽃무늬, 니트소재의 프린지장식이나 술장 

식으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오늘날의 에 

스닉은 동양의 일보 인도,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 

아와 아프리카풍도 등장시켰다. 일본풍의 경우 '90년 

대에 들어와 일본 전통의 직선적 재단과 여밈의 형 

태, 오비를 응용한 단순한 형을 보여주고 있다紺 Yo

ji Yamamoto는 기모노 슬리브와 린세 이프(lean shape) 

룩으로 동양적인 절개선과 패턴을 선보였다(그림 

26)82).

이와 같이 에스닉 이미지의 스타일, 소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도별로 분석하여〈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에스닉은 각국의 다양한 전통복식의 여러 기법과 

이미지, 색조, 소재나 문양 혹은 디테일면에서 많은

〈표 6> 에스닉 이미지의 특징

에스닉 이口 지

스타일 소재 색상 디테일

1995 년

-일본 기모노형 코트

-인도 사리, 인도네시아 바틱

-러시아 민속의상형

-아프리카 숄

-벨벳, 면, 울, 실크 -레드 그린, 그레이 •■에스닉문양, 목걸이

1996년
-일본 기모노형 드레스

-차이나 드레스형

-인도 사리

-면, 실크, 울 -레드, 블랙, 그린, 퍼플, 

핑크, 그레이, 카키

-기하학적문양, 자수

1997년

- 일본 기모노형 드레스

-차이나 드레스형

-아프리카 숄

-그리스• 로마복식형 드레스

-실크, 시폰, 니트, 자카드 -브라운 블루, 화이트, 

옐로우, 그린

-드레이프, 비즈, 구슬목 

걸이, 털장식

1998년
- 일본 기모노형 코트

-아프리카 숄

- 인도 사리

-벨벳, 실크, 저지, 라이크 

라, 면, 알파카

-화이트, 그레이, 옐로우, 

그린, 레드 불루

-자수 매듭장식, 두건, 

플로랄프린트

1999년
-일본 기모노형 코트

-차이나 드레스형

-멕시코 판쵸형

-새틴, 시폰, 면, 울, 니트, 

벨벳, 모헤어, 타스마니 

아

-화이트, 레드, 그레이, 

옐로우, 브라운 퍼플, 

카키, 블랙

-오비, 끈, 스트링, 플로 

랄, 체크문양, 자수 술 

장식, 비즈

2000년
-일본 기모노형 드레스

-티벳 승려복형

-레이어드룩

-모피, 시폰, 새틴, 벨벳 

트위드, 캐시미어, 니트, 

울

-화이트 그레이, 블랙, 

레드, 옐로우, 브라운, 

와인색

-러플, 프린지장식, 플로 

랄

20()1 년
-그리스 복식형 드레스

- 이집트 카프탄코트

-자카드, 시폰, 울, 저지 -블랙, 화이트, 레드 비 

비드칼라

-주름, 스트링

2002 년

-한국 한복치마형 드레스

-스페인 플라맹고스커트

-아프리카 숄

-로마 튜닉형 레이어드룩

-시폰, 실크, 마, 브로케이 

드 울, 저지

-블랙, 레드, 브라운, 화 

이트, 골드, 아이보리, 

오렌지

-끈, 러플, 구슬목걸이, 

자수, 오비, 손뜨개기 

법, 에스닉패턴, 페이즐 

리문양, 비즈, 스팽글

81) 박은주,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I9.

-311 -



136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 

이후Retro로 표현된 퓨전 이미지로서의 에스닉은 기 

법이나 소재 등에서 한계에 부딪힌 서양의 패션계에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 에스닉은 서양의 디자이 

너들에게는 창작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소비와 유 

행의 주체인 대중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3) 히피룩(Hippie-look)이미지

196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 향으로 대중예 

술과 고급예술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 시대는 여 

성해방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시기로 동서 냉전과 월 

남전, 아폴로 우주선에 의해 인간의 달 착륙이 실현 

되는 등 많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고 청년층을 중 

심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감과 반항의 표현으로 

집단화된 히피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패션에 있어 

서 히피문화가 반영된 것은 1962년 이브 생 로랑이 

하위문화패션에 대한 접근의 시도로 히피를 등장시 

킴으로서 시작되었다件 패션에서는 남루하거나 오 

래되고 낡은 느낌을 주테마로 삼아 진즈룩, 패치워 

크 등의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그 문화를 나타냈다. 

이에 반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집단적 반항의 차 

원보다는 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차별화를 표현하거 

나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 자연으로 

의 회귀 등을 정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과거 젊은 

이 집단위주의 한정된 패션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오뜨 꾸뛰르나 스트리트패션의 경계가 없고 수용연 

령층에도 제한이 없는 보편화된 패션스타일로 나타 

났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유행했던 히피룩은 정 

치적 색채를 띤 사회운동적인 패션으로 저항과 반전, 

평화, 싸이키델릭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반패션적인 

스타일이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이후 나타난 히 

피룩은 사회적 이슈나 정신적 배경을 내포하지 않은 

개인의 하나의 취향으로 세계적인 주류패션으로 부 

상하였으며 소재에서 고급화되면서 부드럽고 여성 

적 인 느낌으로 재현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 

를 형성하고 있다.

82) BAZZAR U.S.A., 1998. 7.
83) 정현숙, 양숙희, 전게서, p.510.
84) BAZZAR U.S.A., 1996. 1.
85) BAZZAR U.S.A., 1996. 2.

〈그림 27〉BAZZAR 1996. 1. Dolce & Gabbana.

분석자료를 통하여 히피룩 이미지의 스타일, 소 

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Retro된 

히피룩 이미지의 스타일면에서는 I960년대 히피룩 

에 비해 더욱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엘레강스한 느 

낌을 주며, 실루엣에서는 주로 슬림 앤 롱(slim이ong)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1996년 S/S Milan Collection 

의 Dolce&Gabbana가 보여준 튜닉〈그림 27〉은 슬림 

& 롱 실루엣과 블랙저지의 사용으로 최근 등장한 히 

피룩의 특징을 나타내었다旳. 1996년 S/S Paris Colle- 

ction의 Eric Bergere는〈그림 28〉에서 느슨하고 길게 

늘어지는 실루엣으로 가죽벨트와 실버스퀘어 버클 

을 디테일로 사용하였고 소매길이는 자연스럽게 늘 

어뜨려 히피적인 자유분방함을 나타냈으며 소매부 

리에 슬래쉬를 넣어 좁고 긴 소매통이 주는 불편함 

을 적절히 해소시킨 울소재의 히피룩을 선보였다的.

소재면에서는 1960년대말 등장된 히피룩 이미지 

를 대변하던 거칠고 소박한 소재 의 사용보다는 실크, 

비스코스, 저지, 벨벳, 울, 캐시미어 등을 레이스와 

함께 사용하였고 다시 등장된 데님이 두드러지며 고 

급 직물의 사용과 문양 • 색채의 다양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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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BAZZAR 1996. 2. Eric Bergere.

〈그림 29> BAZZAR 1998. 9. Donna Karan.

Donna Karan은 *rich hippie'라는 제목으로 진과 수공 

예와 낡은 것을 즐겼던 과거 히피룩과는 상반되는 

고급화된 오늘날의 히피룩을 보여주었다. 트위드 

(tweed) 수트 위에 털장식이 붙은 벨벳 코트를 입고 

종아리 중간부터 발끝까지 커다란 털로 덮힌 스노우 

부츠를 신었고 인디언 아노락(anorak)에다 밍크털을 

〈그림 30> BAZZAR 1999. 1. Gucci.

붙인 코트와 모헤어스커트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 29)旳 1998년 F/W시즌에는 세계 4대 컬 

렉션(Paris, Milan, London, New York)에 히피룩이 모 

두 등장하였다. 밍크, 모헤어 와 같은 모피 와 실크 시 

폰을 위주로 소재를 고급화시킨 히피 스타일을 선보 

였다. 1999년 S/S Milan Collection에서 Gucci는 프린 

지 장식을 한 니트 깃털을 덧붙인 실크, 아메리칸 인 

디 언 구슬 모티브, 하와이안 문양, 핸드비드 팬츠, 구 

슬과 깃털이 장식된 빈티지 데님을 선보였다. (그림 

30)86 87) 88 이러한 현상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보여지는 빈 

티지 스타일의 진(jean)이 컬렉션에도 등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레이어드룩의 다양화로 나타난 것으 

로는 얇고 투명한 튜닉을 팬츠 위에 덧입히거나 긴 

시폰 상의로 레이어링하여 소재나 아이템 등을 제한 

없이 매치시켜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아iristian Dior 

는〈그림 31〉에서 보듯이, 1960년대 히피룩의 요소 

인 긴 머리, 눈 주위를 검게 한 화장, 꽃문양과 목걸 

이 등의 장신구, 에스닉풍의 모피베스트와 시폰블라 

우스와 스커트에 고급스런 소재를 사용한 슬림 앤 

롱 실루엣을 통하여 재창조된 히피룩을 표현하였다 

對. 해가 갈수록 얇고 가벼워지는 가죽과 스웨이드는 

의복소재뿐만 아니라, 치마의 밑단과 같은 디테일로

86) BAZZAR U.S.A., 1998. 9.
87) BAZZAR U.S.A., 1999. 1.
88) BAZZAR U.S.A.,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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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AZZAR 1999. 2. Chanel.〈그림 32〉BAZZAR 2002. 6. Mami&Ruffb Research.

도 사용되어 주목받았다. 2003년 S/S New York Col- 

lection에서 Mami와 Ruffb Research?} 그런지 스타일 

의 레이어드룩을 보여주었다. 히피문화의 상징인 긴 

머리와 전혀 다른 소재나 아이템의 매치를 통한 레 

이어드룩으로 여러 요소들간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그림 32）跚

색상면에서는 블랙, 화이트와 브라운, 카키와 같 

은 내츄럴한 색상이 주를 이루었다. 2002년 S/S New 

York Collection의 Oscar de la Renta는 실크와 망사의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와 아프리카풍 패턴과 레이스 

가 둘러진 개더스커트, 이번 시즌 핫아이템의 하나 

였던 스파게티 가닥 같은 가는 가죽끈에 구슬을 꿴 허 

리벨트로 히피룩을 마무리했다. （그림 33）89 90）패치워 

크나 아플리케 등의 디테일에 비비드한 색상의 조합 

89) BAZZAR U.S.A., 2002. 6.
90) VOGUE U.S.A.,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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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브랜드의 독창성과 함께 입체적인 느낌을 나타 

냈다. 깃털장식 목걸이와 울소재 시스루탱크, 시퀸드 

（sequined）스커트를 입은 Chanel의 의상 （그림 34）에 

서 예전 히피룩의 특징을 적절히 살리면서도 현 시 

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되어 여성스럽고 화려한 로맨 

틱 히피룩을 보여주었다디테일면에서 주로 자연 

물을 이용하던 장신구, 헤어스타일, 소품 등은 고급 

화되어지고 한가지 디테일로도 히피룩 이미지가 표 

현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종류의 구슬, 나무, 뿔 또 

는 고풍스런 유리를 깎아 만든 장신구를 여러 개씩 

걸거나 발목과 허리에 두르는 것이 특징이다. Emma

nuel Ungaro는 spirit of 라는 제목의 부드러운 시 

폰드레스에서 술장식을 허리에 둘렀고 페이즐리문 

양의 스커트를 자유롭게 늘어뜨렸다. （그림 35）® 크 

고 사실적인 꽃문양, 다른 소재와의 패치워크, 스트 

라이프 문양 등이 나타나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양한 요소간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패치워크는 기 

존의 소박한 느낌에서 벗어나 점차 소재나 컬러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Balenciaga는 2001 

년 F/W Paris Collection의〈그림 36〉에서 패치워크된 

블라우스와 1930년대풍의 헐렁한 면소재 배기（ba-

〈그림 35> VOGUE 2002. 9. Emmanuel Ungaro.

〈그림 36> BAZZAR 2002. 1. Balenciaga.

〈그림 37> BAZZAR 1999. 8. Emmanuel Ungaro.

ggy）팬츠를 선보였다件 또한 히피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디테일중 하나인 프린지 장식은 니트나 가죽 

소재 외에 깃털이나 광택나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1999년 F/W Paris Collection에서 Emmanuel Ungaro는 

블랙저지 원피스위에 프린지 장식과 다양한 색상의 

꽃무늬로 자수된 숄을 두르고 깃털귀걸이와 풀어 헤

91) BAZZAR U.S.A., 1999. 2.
92) VOGUE U.S.A., 2002. 9.
93) BAZZAR U.S.A.,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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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BAZZAR 2000. 9. Gianni Versace.

쳐진 형태이나 세련된 느낌의 헤어, 이마에 두른 끈 

과 블랙가죽부츠에 이르기까지 히피풍을 재현하면 

서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오늘날의 감각을 보여주었 

다. （그림 37）"）이밖에도 1999년에는 셔링과 드로우 

스트링이 장식으로 사용되고, 컬러 배색으로 화려한 

히피룩이 나타났다. 꽃문양이나 에스닉한 프린트, 사 

이키델릭프린트도 지아니 베르사체를 비롯한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시대감각에 맞게 재해석되어 나타 

났다. 2000년 F/W Milan Collection에서 Gianni Ver- 

sace는〈그림 38〉과 같이 1960년대말에 나타났던 사 

이키델릭 프린트를 재현하였다”）. 예전부터 히피의 

장식으로 사용되어온 두건은 크리스탈이나 망사를 

사용하여 고급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히 

피룩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히피룩 이미지의 스타일, 소재, 색상, 디

〈표 7> 히피룩 이미지의 특징

히피룩 이미지

스타일 소 재 색 상 디테일

1995 년 -슬림&롱실루엣 -면, 울 -블랙, 브라운, 비비드칼라 -끈, 편물가방

1996년
-슬림&롱실루엣

-로맨틱히피룩

-면, 울, 시폰, 레이스, 비스 

코스

-블랙, 네이비, 화이트 -끈, 패치워크, 스트라이프문 

양

1997년
-사이키델릭룩

-로맨틱히피룩

-시폰, 스웨이드, 레이스, 

저지

-블랙, 화이트, 비비드칼라 -꽃모양, 에스닉문양, 사이키 

델릭프린트, 깃털

1998년
-로맨틱히피룩

- 그런지룩

-모피, 레이스, 니트, 모헤 

어, 실크, 시폰, 가죽

-블랙, 화이트, 그레이, 레 

드, 그린, 네이비, 브라운, 

카키

-편물, 털장식, 에스닉형 목걸 

이, 프린지장식

1999 년

-진즈룩

- 빈티지룩

-보헤미안룩

-인디언 복식형

-데님, 우 가죽, 니트 스웨 

이드

-블랙, 화이트, 블루, 비비 

드칼라

-깃털장식, 비드 시퀸, 끈, 구 

슬, 셔링, 프린지장식, 하와 

이안문양, 뱀가죽

2000년
-에스닉혼합형

-인디언 복식형

-사이키델릭룩

-실크, 레이온, 니트 -블랙, 화이트, 브라운, 비 

비드칼라

-에스닉프린트, 사이키델릭 

프린트

20이년

-에스닉혼합형

-인디언 복식형

-페전트룩

■■실크, 시폰, 모피, 니트, 

벨벳, 캐시미어

-블랙, 화이트, 핑크, 그린 -자수, 꽃문양, 프린지장식벨

트

2002년

-멕시코판쵸혼합형 

-아프리카숄혼합형 

-레이어드룩 

-진즈룩

-그런지룩

-시폰, 니트, 실크, 레이스, 

망사, 가죽, 스웨이드, 모 

피, 데님

-블랙, 화이트, 브라운 블 

루, 퍼플, 핑크, 카키

-패치워크, 아플리커）, 컷아웃, 

프린지장식벨트, 구슬장식, 

꽃문양, 스트라이프문양, 편 

물가방, 망사두건, 크리스탈, 

술장식

94) BAZZAR U.S.A., 2002. 1.
95) BAZZAR U.S.A.,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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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AZZAR 1999. 1. Hippie Accessary.

테일면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도별 분석하여〈표 7>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장신구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재료의 사 

용과 크리스탈, 비즈, 스팽글과 같은 화려한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고 신발에서도 과거 맨발이 주를 이루 

던 것에서 뱀가죽, 스웨이드, 깃털장식의 고무샌들, 

프린지 장식의 모카신과 같은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39产）.

젊은이들의 반항의식과 반전사상 등의 반영으로 

나타났던 I960년대말의 히피문화가 오늘날 퓨전문 

화속에서 다시 Retro되면서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표 

현하는 패션 스타일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일반의복 스타일에 히피적 요소가 그대로 공존하 

거나 다른 요소와의 융합으로 로맨틱 히피룩이나 에 

스닉 히피룩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IV. 결 론

I960년대에 등장하여 건축을 비롯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1980년대 

부터는 패션에까지 대중적으로 반영되어 주류패션 

으로 등장한 Retro현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고대복식이 인체에 걸치거나 두르는 형태로 정형화 

되지 않았었고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몸에 맞 

는 재단법의 등장이 시대마다 새로운 실루엣의 변화 

를 가져오게 하였다. 20세기에 와서는 서양 복식이 

세계화되면서 매 10년마다 특정한 스타일로 바뀌면 

서 1970년대까지는 의복의 선이나 형태에서 단순히 

과거 복식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복식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르러 고대부터 모든 시대의 복식이 재 

현되어 나타나게 되었고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퓨전문화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다 

양화와 절충• 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Retro는 옛것을 단순히 회고하고 모방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고 그 유형에서도 동시대에 등장한 이미지들이 다 

시 융합과 절충을 이루어 혼합의 양상을 보이며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패션에서 보여지 

는 Retro로 나타난 퓨전 이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 

하여 분석한 결과 로맨틱 • 에스닉 • 히피룩 이미지 

로 구분되었으며, 각 이미지의 유형은 스타일, 소재, 

색상, 디테일면에서 그 경향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로맨틱 이미지는 스타일면에서 과거의 과장 

된 형태를 벗어나 하이 웨이스트의 볼륨드레스, 타 

이트드레스, 뷔스티에가 주를 이루면서 셔링, 드레이 

프, 벨트 등으로 강조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소재 

면에서도 직조기술의 발달로 더욱 부드러워진 레이 

스, 시폰, 실크, 새틴, 튤, 오간자, 니트 벨벳, 머슬린, 

저지, 타프타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시스루룩으로 표현되거나 소재간의 혼용 등으로 나 

타났다. 색상면에서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아이보 

리가 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원색의 화려한 색상도 

시즌마다 등장되었다. 디테일면에서 장식성이 강조 

된 프릴과 러플이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프릴은 목 

선, 어깨, 소매, 옷솔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아 

이템에 구애없이 티셔츠부터 이브닝 드레스에까지

96) BAZZAR U.S.A.,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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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되었다. 러플은 레이스와 매치되거나 시폰, 타프 

타 등을 소재로 하여 풍성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나 시퀸은 점점 화려하고 고급화되면서 부분뿐 

아니라 의복 전체를 장식하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 

였다. 꽃문양의 경우, 사실적인 무늬부터 그래픽 꽃 

무늬, 고풍스런 플로랄 프린트까지 드레스의 주문양 

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에스닉 이미지는 스타일면에서 일본, 중국, 

인도, 남미, 그리스,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요소들이 융합을 이루며 보여졌다. 

소재면에서는 굵은 올의 손뜨개와 천연 마소재나 시 

폰, 저지, 벨벳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색상면에 

서는 레드가 주를 이루며 퍼플이나 톤이 낮은 핑크 

등이 패턴이나 자수뿐 아니라, 의복 자체의 색상으 

로 꾸준히 등장하였다. 디테일면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 문양, 

자수 등이 많이 나타났고 이국적인 느낌의 크고 사 

실적인 꽃무늬도 보여졌다. 또한 니트소재의 프린지 

장식이나 술장식도 등장하였다.

셋째, 히피룩 이미지는 스타일면에서 슬림 앤 롱 

실루엣으로 나타났고 로맨틱이나 에스닉적인 요소 

와의 혼합된 형태가 많이 등장되었다. I960년대말 

나타났던 패치워크, 프린지장식, 꽃문양 등이 소재나 

형태면에서 오늘날 감각에 맞도록 과거에 비하여 화 

려하고 고급스럽게 표현되었다. 소재면에서는 히피 

룩이 등장할 당시의 거칠고 소박한 소재보다 실크, 

비스코스, 저지, 벨벳, 울, 캐시미어, 레이스 등의 부 

드럽고 고급스런 소재가 사용되 었고, '70년대풍의 등 

장으로 나타난 데님은 휠씬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재현되었다. 가죽과 스웨이드는 가공기술의 발달로 

점점 얇고 가볍게 가공되어 의복소재를 비롯하여 밑 

단과 같은 디테일로도 사용되었다. 색상면에서는 블 

랙, 화이트, 브라운 카키와 같은 내츄럴한 색상이 주 

를 이루었으며 패치워크, 아플리케 등에는 원색적인 

색상의 조합으로 브랜드의 독창성과 함께 입체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디테일면에서 패치워크는 소재 

나 색상에 구애됨없이 표현되었고 프린지 장식은 기 

존의 니트, 가죽소재 외에 깃털, 광택나는 소재도 등 

장하였다. 꽃문양이나 에스닉한 프린트, 사이키델릭 

프린트도 지아니 베르사체를 비롯한 여러 디자이너 

에 의해 재등장하였고 두건이나 구슬장식은 망사나 

크리스탈이 재료로 사용되어 고급화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퓨전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난 Retro는 로맨틱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히피 

룩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패션에서 이러 

한 Retro는 과거를 통하여 창의성의 한계를 넘어 21 

세기에도 여전히 기조적인 패션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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