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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zz derived from the blacks' work songs and made the frame of Jazz reaching blues and finally arrived at 

the recent time propagating itself as not only the blacks' music but all human being's music. This study has a 

purpose to suggest the Jazz image to the fashion design by examining the historical trace of Jazz which is one 

of popular music received by hearing sense. As for the result of the Jazz's effects by age, rhythmical beauty 

stressing dresses were in fashion by dance enjoying women in 1920's and dresses giving a mature atmosphere 

set the fa와ion in 1930's. In the beginning of 199이s, newly emerging Jazz was reflected to the popular culture 

along with the historical mode's i^shion in the general society. The design's decided with two themes of Jazz 

Classic and Neo Fusion to modernly and naturally express the pursuit of strong color contrast which associates 

伝st rhythm and lax image such as the counter melody of smooth Jazz. In that result, Jazz image with auditory 

feelings could suggest the various design motive and new idea to fashion design.

Key words: auditory sense（청각）, Jazz（재즈）, mature beauty（성숙미）, rhythmical beauty（율동미）, the Blacks' 

work son淬（흑인 노동요）.

I.서론

1. 연구목적

과거 사회문화 현상이 상류층의 특정한 리더들에 

의해서 하향 전파되었다면, 현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사회 문화 전체에 깊게 관여되어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이 문화현상을 주도하기 

도 하는 상향 전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의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현상 중, 음악, 특히 젊은 세대 

층에서 인기를 누렸던 재즈음악과 관련된 사회적 영 

향과 패션에 나타난 재즈(Jazz)의 영향을 살펴보고 

젊음을 대표하는 재즈의 이미지를 현대 패션 디자인 

에 표현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재즈의 시작은 1619년 흑인 노예가 실려 신대륙 

으로 도착한 후부터로 볼 수 있지만 1920년대 이후 

를 본격적인 재즈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부터 

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받는 음악의 한 장르로써 인 

정을 받았다". 1890년 뉴올리언스(New Orleans)를 중

교신 저 자 E-mail : yiyhee@hanyang.ac.kr
I) 김혜리,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재즈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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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재즈는 초기에는 재즈 댄스 

의 형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전, 격식을 차린 밴 

드에 의한 연주로 그 품위를 유지하였다. 세계 제 1 

차대전 후로는 재즈가 이미 흑인의 전유물이 아닌 

백인들도 많은 사랑을 받아 연주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록큰롤의 영향으로 재즈 연주가들은 전자음 

악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표현하기도 했 

고,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와 접목이 되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 전반적으로 복고 열풍이 불면서 문학, 연극, 무 

용, 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재즈가 접목되어 여러 

가지 의미로 애용하는 테마가 되기도 했다.

패션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역시 우 

리의 문화와 패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재즈를 연구하여 그 이미지를 현대 패션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즈의 기원 및 

재즈의 역사,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을 

시대별로 알아보고, 재즈 이미지를 테마로 한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20년대의 초기 재즈 

부터 1970년대의 프리 재즈까지 살펴보았고, 초기 

재즈의 시작 시기인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패션 경 

향과 1990년대에 유행하였던 재즈 이미지 의상을 조 

사하였다. 연구방법은 패션 관련의 문헌과 선행 연 

구, 재즈 연주자들의 사진, 대중문화 비평, 음악비평, 

장식미술 관계 서적 등을 참고하여 그 시대의 변화 

와 재즈의 의식을 연구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또한 참고하였다. 연구 자료가 주로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정확 

한 색상이나 실루엣 등을 연구하기엔 여러 가지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즈 이미지를 21세 

기에 접목시킨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개발은 앞으로 

의 패션업계에 다양한 장르의 접목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디자인 결과물은 컴퓨터 Adove 

Illustrator 10, Photoshop 7,0, 4D Box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n. 재즈에 대한 역사적 이해

1. 재즈의 기원

1890년대 뉴올리언즈에서 시작된 재즈는 댄스 문 

화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대중음악의 스타일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 초기 뉴욕, 로스엔젤레스, 그리 

고 시카고에서 녹음되면서부터 그 형태를 갖추기 시 

작했다즈 음악사전을 살펴보면 재즈(Jazz)라는 말은 

1910년 전반에 랙타임(Ragtime)으로 불리었던 곳을 

주로 연주하는 흑인들의 소 편성 악단의 연주에 대 

한 새로운 호칭이었는데, 얼마 안가서 아메리칸 니 

그로의 음악을 널리 이와 같이 칭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임프로비제이션이 등 

장하며 나타난 하나가 재즈 초기 스타일인 랙타임 인 

데 이것은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탄생한 피아노 음 

악으로 재즈 리듬인 싱코페이션(syncopation)의 유쾌 

한 낙천성과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하는 비트 

(bit)의 흥겨움이 특징이다，

랙타임의 시작은 19세기 클래식 피아노 음악을 

공부한 음악가들에 의한 것으로 연주 스타일은 쇼팽 

이나 리스트의 곡과 같은 것을 간소화 한 것으로 매 

우 고난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 당시 뉴올리언 

스에는 다양한 인종이 뒤섞인 독특한 인구집단을 이 

무었고, 그들은 환경과 문화와 공공생활을 공유했다. 

바로 이러한 풍토 속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스타일의 

미국적 변형이라는 독특한 미국적 유형의 재즈 뮤지 

션이 태어난 것이다© 재즈를 시작한 아프리카 음악 

의 멜로디 특징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음악보다 짧고 

미숙하고 선법적이어서, 정통적인 유럽의 노래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종류의 음과 표현법이 쓰이고

2) 심상범, 재즈총론, 개정판 (서울: 삼호뮤직, 2000), p. 71.
3) 음악대사전, JAZZ (서울: 세광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1982), p. 1313.
4) 문영애, "재즈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조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p. 52.
5) 이정원, "재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 7.
6) Wynton Marsalis, Marsalis on Music,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95), pp. 10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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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17년은 재즈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해인 

데 'The Original Dixieland Jazz Band' 라는 음악그룹 

에 의해 최초로 녹음된 해이기 때문이고, 재즈라는 

단어가 정기적으로 인쇄되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해이다. 재즈가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지는 

10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재즈 추종자들은 빠른 속 

도로 변화하여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재 

즈를 듣는 한 그 리듬 또한 계속 변화하여 갈 것이다.

2. 재즈의 역사

1) 초기 재즈

1930년대 중기까지 의 콤보 재즈(Combo Jazz)를 일 

컬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형성해 왔던 

몇 몇 음악적 문화가 서로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생 

긴 음악이다. 그렇게 혼합된 음악이 처음으로 재즈 

로 인정된 것은 20세기 초 무렵이었지만,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재즈적인 의미'에서 

스윙(Swing)하는 음악은 아니었다. 재즈라는 수많은 

음악 스타일의 복합체로서 시작되어 새로운 여 러 가 

지 영역을 흡수하면서 점차 변화해 나아갔다. 대부 

분의 재즈 콤보에서는 트럼펫, 클라리레 트롬본, 때 

로는 색소폰이 더해서 프론트 라인(Front line)을 형 

성한다. 그리고 리듬 섹션(Rhythm section)은 기타, 튜 

바, 베이스, 색소폰, 피아노, 그리고 드럼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모든 밴드가 이 악기를 전부 갖추고 동 

시에 연주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몇몇 악기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재즈(Early Jazz)는 랙타임, 블루스, 그리고 브 

라스 밴드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수년 후에는 

몇몇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스콧트 조플린(Scott Joplin)과 토 

마스 팻 월러(Thomas Fat Waller) 등이다(그림 1, 2).

2) 스 윙

1930년대 초기에 접어들면서 재즈는 스윙의 8음 

형태(Swing eighth-note pattern)의 도입과 보다 자유롭

〈그림 1> 스콧트 조플린. 〈그림 2〉토마스 팻 윌러.

http://www.pianopia.com/pianoforte/etc/stride.php

고 매끄러운 리듬감의 발전과 함께 더욱 더 활기를 

더해 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급격히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걸쳐 서서 

히 변화되었는데, 이 시대의 재즈를 스윙 뮤직(Swing 

music)이라 불렀으며, 그 전 시기와는 달리 열 명이 

나 그 이상의 많은 맴버들로 대부분의 밴드가 구성 

되었으므로 이 시기를 빅 밴드(Big band)시대9)라고 

도 부른다. 빅 밴드는 브라스 섹션(Brass section), 색 

소폰 섹션(Saxophone section), 리듬섹션(Rhythm sec- 

tion)으로 분류하며, 이는 10인 이상의 멤버들로 구성 

되어 있다.

1920년대는 대 불황 시대로서 스위트 뮤직의 전 

성기였는데, 이러한 대 불황 속에서 빅 밴드가 대중 

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35년 베니 굿맨(Benny 

Goodman)의 압도적인 환호로부터라고 하겠다. 재즈 

사적으로는 1930년 대 중기부터 제 2차대전 중인 

1940년대 중기를 스윙시대(Swing age)라고 칭하며, 

빅 밴드 형태의 댄스 오케스트라에 의한 연주 속에 

재즈의 정신을 가능한 한 살리려고 했던 때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카운트 베 

이시 밴드(Count Basie Band), 콜맨 호킨스(Coleman 

Hawhins),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 등이다(그림 

3, 4, 5).

3) 중간기의 재즈

뉴올리안즈 재즈의 쇠퇴와 밥(Bop)이라는 새로운 

표현 형식의 생성과정에서 생긴, 그 시기에 발생한 

주류파 재즈를 말한다. 중요한 특징은 편안함과 포

7) 김혜리,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재즈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5.
8) 심상범, 재즈총론, 개정판 (서울: 삼호뮤직, 2000), p. 98.
9) Joachim Berendt, The Jazz. Book (New York : Laurence Hill & Company, Publishers, 1975), p. 15.

10) 우은경, ”재즈의 역사적 이해”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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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카운트 베이시 밴드.

〈그림 4> 콜맨 호킨스. 〈그림 5> 빌리 홀리데이

http://www.lgart.com/PerfIntro/PerfInfoRead. asp?seq=1239 

http://www.meg叩ass.co.ki■/〜xodu^j a切special/colemmhtm 

http://myhome.naver.com/pacdal/menu8.html

근함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현저한 변화는 오케스 

트라가 집단 즉흥에 의한 대위법을 다루지 않게 된 

점과 연주가들이 솔로를 연주하지 않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음악보다 로맨틱하고 

감각적인 댄스풍의 곡들이 대중의 인기를 차지하였 

으며, 특히 느린 템포의 발라드를 선호하였다"). 또 

한 밴조와 튜바가 기타와 콘트라베이스에 각각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으나 피아노의 역할은 이전보 

다 훨씬 더 비중이 커져 주목받게 되었다. 중간기 재 

즈의 묘미는 연주자의 독특하고도 감정적인 진행 처 

리 방법과 획기적인 조 바꿈을 시도한 화음 진행의 

반복이 초기에 비해 훨씬 더 많아진 점을 들 수 있겠 

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레스터 영(Lester 

Young), 콜맨 호킨스(Coleman Hawhins) 등이다(그림 

6, 7).

4) 밥
초기 재즈와 1940년대 이전의 다른 스타일은 오 

늘날 고전적인 시대를 지칭하고, 1940년대 이후에

〈그림 6> 레스터 영. 〈그림 7> 콜맨 호킨스.

www.megapass.co.kr/~xodus/jazz/special/coleman.htm

출현한 새로운 스타일들을 가리켜 모던 재즈라고 한 

다⑵ 재즈를 현대적으로 한 것은 밥(Bop)의 하모니 

인데, 재즈의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대개는 밥은 하 

모니보다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찰리 파 

커(Charlie Parker)S] 두 개의 음색, 즉 쿨한 것과 강렬 

한 음색이 그것인더), 이것이 50년대의 하드 밥과 그 

에 이어지는 오넷 콜맨(Onette Coleman)에 커 다란 영 

향을 주었다. 밥은 스윙 후기에 그 형식적인 면을 타 

파하고 새로운 주법으로 혁신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한 많은 뮤지션들에 의하여 생겨난 새로 

운 연주 스타일이며, 처음에는 비 밥(Be-Bop)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찰스 밍거스 

(Charles Mingus)(그림 8), 로이 헤 인스(Roy Hayns)(그 

림 9) 등이다.

〈그림 8> 찰스 밍거스. 〈그림 9> 로이 헤인스

http://www.audiophiles.co.kr/jazz200212.htm

5) 쿨 재즈

쿨 재즈(Cool Jazz)란 용어는 찰리 파커(Charlie 

Parker闵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의 밥보다 더

11) Ibid., p. 28.
12) 심상범, 재즈총론、개정판 (서울-: 삼호뮤직 2000),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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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워 따라 가기 쉬운 경향의 모던 재즈를 지칭 

한다。). 1947T8년 경, 밥 연주가들 사이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밥 스타일에의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 

'Cool，이며, 1950년대 이후 쿨은 재즈 역사상 커다란 

기반이 되었다. 쿨 재즈의 선구자로 불리는 레스터 

영(Lester Young)은 핫 재즈(Hot Jazz)로부터 쿨 재즈 

(Cool Jazz)로 발전의 담당자로서 레스터 영은 재즈 

의 세잔느 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쿨이라는 말 

은 음악의 어떠한 스타일보다는 음악가가 연주할 때 

의 태도나 감정에 의하여 붙여진 말로서 감정이 억 

제된 연주, 가볍고 메마르거나 파스텔조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 또는 느린 비브라토이거나 비브라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밥보다는 부드럽지만 좁은 

음역의 음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 

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제리 멀리건(Gerry Mulligan), 

래리 뱅커 (Larry Banker), 쳇 베이커(Chat Baker), 리 

코니츠(Lee Konitz) 등이다(그림 10).

〈그림 10> 제리 멀리건, 래리 뱅커, 쳇 베이커, 

리 코니츠.

http://www.audiophiles.co.kr/jazz200212.htm

6) 하드 밥

1940년대 후반에 형성된 밥의 형식을 이어 받으 

면서 블루스(Blues), 가스펠(Gospel)의 표현을 살린 

1950년대 전기의 밥 뮤지션들의 연주 스타일을 가리 

킨다. 밥은 웨스트 코스트(West Cost) 스타일보다 조 

금 늦게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좀더 오 

래 지속되었으며, 웨스트 코스트와 하드 밥(Hard Bop) 

의 재즈 스타일이 함께 공유하던 시기도 바로 이 

1950년대이다. 하드 밥은 어둡고 딱딱한 음색과 흑 

인 가스펠 송(Gospel Song)에 가까운 펑키(Funky)하 

고 토속적 인 요소를 지니고서 주로 뉴욕에서 발전해 

나갔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캐논볼 애널 

리 (Cannonball Analy), 넷 애널리(Nat Analy), 아트 블 

레이키(Art Blakey) 등이다(그림 H, 12).

〈그림 11> 캐논볼 애덜리와 넷 애덜리.

http://myhome.shinbiro.com/~Jazzphil/music

/jazz/jazzfile/canadd.htm

〈그림 12〉아트 블레이키.

http://www.audiophiles.co.kr/jazz200212.htm

7) 프리 재즈

I960년대는 재즈의 사운드에 있어서 특히 변화가 

심했던 시기이며, 집단 즉흥 연주와 인도 민속 음악 

및 모드 음악에서 자극을 받은 특이한 방법의 사용 

및 새로운 악기를 사용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 재 

즈 뮤지션들은 록 뮤직과 전기적인 악기나 장치 및 

신디사이저(synthesize) 사용도 흔하게 그들의 음악에 

사용되었다. 169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있어서는 밥 

과는 달리 코드 진행에 있어서도 훨씬 단순했으며, 

또한 실제로 많은 곡들이 싱글 코드를 기본으로 하 

였는데 바로 이러한 음악을 프리 재즈(Free Jazz) 라 

고 불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존 콜트레 

인(Johtm Coltrane), 오넷 콜맨(Onette Coleman) 등이다 

(그림 13, 14).

13) Ibid., p. 210.
14) 우은경, "재즈의 역사적 이해"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무, 198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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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존 콜트레인. 〈그림 14〉오넷 콜맨

http://www.dvd.co.kr/good_view.asp?gd=S0310130004

http://my.dreamwiz.com/chaster/free.htm

in.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

1. 1920년대 패션

1) 사회적 배경

1920년대는 미국이 승전과 군수 산업의 확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물질적 번영을 배 

경으로 한 소비와 쾌락 추구의 시기이다. 사회, 문화 

적 활동이 활성화되어 20세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대중문화가 태동하게 되 었으 

며, 젊은이들은 재즈와 스포츠에 열광하였다. 이 시 

대는 광란의 파티, 나이트클럽, 술, 립스틱, 말아 올 

린 스타킹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같은 단어로 특 

징지어진다. 1920년에는 국제 연맹 창설, 19끄년에는 

이집트의 투탕카멘 분묘의 발굴로 이국풍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1922년에는 가정에 라디오가 보급, 

1927년에는 최초 유성영화 등장과 함께 자동차의 보 

급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9년에는 미국 증권 시 

장의 붕괴로 시작된 세계의 경제 대공황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다.

2) 문화 및 예술사조

아르데코(Art-Deco)의 예술사조와 독일의 바우하 

우스에 의한 기능주의 추구가 더욱 성숙 단계''에 이 

르렀으며 이러한 아르데코는 입체주의와 러시아 발 

레단의 형상과 색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24년 

에는 초현실주의가 도입, 이국적 정취(Exoticism)가 

유행하였다. 1920년대 상징 키워드의 하나인 재즈는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20년대 재즈의 이 

러한 즉흥성은 당시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광란이라는 자극적인 언 

어로 표현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 같이 재즈의 

유행은 복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구체적인 많은 영향 

을 미쳤다.

3) 패션경향

1920년대는 재즈와 광란의 시기로'6)큐비즘(Cu

bism) 과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의상은 직선 

형 실루엣의 기능적이며 현대적인 형태로 표현되었 

다. 또한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과 이집트 투탕카멘 

왕 무덤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취향의 정서가 반영되 

고 기하학적 무늬와 양식화된 꽃과 식물문양, 동양 

예술 등에서 이끌어 낸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야수파의 강렬한 원색 계열의 색상 대비는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화려하고 멋진 이브닝웨어에 많이 반영 

되기도 했다"). 댄스를 즐기던 여성들은 율동미를 연 

출할 수 있는 패널 드레스(panel dress), 행커치프 드 

레스 같은 디자인을 선호했다. 대부분은 슬리브리스 

인 직선적인 실루엣의 원피스였으며, 드레스 위에는 

피부색이 거의 드러나는 얇은 직물을 사용한 튜닉을 

걸치는 것이 유행이었다. 또한 정교한 무늬를 넣은 

귀족적인 망토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당 

시 사회 의 개 방직 인 무드와 효율성을 강조한 모더 니 

즘이 복식에 반영된 것으로 스커트 길이는 짧고 가 

슴은 납작하여 마치 소년과 같다고 하여 보이시 스 

타일(Boyish Style) 또는 가르손느 스타일(Garconne 

Style)(그림 16)이라 하였다. 보이시 스타일은 직선의 

짧은 머리, 어깨로부터 직선으로 떨어지는 가슴이 

납작한 짧은 드레스, 힙까지 낮아진 웨이스트를 특 

징(그림 15)으로 하는 여성의 신체 곡선은 무시하는 

실루엣이었다'”. 속옷 또한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

15)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개정판 (서울 :교분사, 1999), p. 356.
16) Ibid., p. 368.
17) 정훙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2), pp. 230-231.
18) Francois Boucher, A Hist아了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7), p. 152.
19) Ibid.,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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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1헌
〈그림 15〉 〈그림 16〉

튜블라 실루엣. 가르손느 스타일.

〈그림 18〉크로쉐 해트.

（출처: 정흥숙, 서양복식사, p.370）

〈그림 17〉아르데코 시대의 속옷과 코르셋. 

（출처: 정흥숙, 서양복식사, pp.366-367, p.369）

을 만들기 위해 이전 시대와 다른 좀 더 느슨한 형태 

의 코르셋과 브래지어를 착용했다珂.（그림 17）

이 시기에는 인조섬유의 발명으로 인해 아세테이 

트와 비스코스 레이온이 실크보다 더욱 광택이 났다. 

레이온을 사용한 이브닝드레스는 천연실크보다 경 

제적이어서, 많은 양의 옷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 

에게 크게 인기를 얻었다. 또한 스커트 길이가 짧아 

짐에 따라 스타킹과 양말, 구두가 다양하게 유행하 

기도 했다. 한편 1920년대에 가장 고집스러운 헤어 

스타일이라 하면 짧은 머리와 크로쉐 해트（cloche 

hat）（그림 18）를 들 수 있다. 이 스타일은 원래 티（tea） 

댄스를 증기는 여성들에게 착용이 되었으나, 그 후 

에 길거리나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런치 

파티에서도 애용되었다.

이브닝 웨어에 쓰이는 모자는 크로쉐 해트의 형 

태로 머리를 거의 둘러싸는 모자는 머리카락이 바람 

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비행할 때 쓰는 헬멧과도 

같은 스타일 이었다，1920년대 목과 팔의 장신구의 

일반적인 형태는 유리구슬로 만든 긴 목걸이와 플라 

스틱으로 만든 팔찌와 진주 또한 모조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 귀걸이는 부착된 것보다는 달랑거리 

며 흔들리는 것이 많았는데 주로 모조보석을 여러 

줄 씩 몸에 많이 감는 형태를 취했고 이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 1930년대 패션

1） 사회적 배경

1929년의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 

적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 후 세계경제에 대 파탄을 

몰고 왔다. 소련을 제외한 전 세계는 실업자가 거리 

에 넘쳐나고 미국에서는 산업여성을 가정으로 되돌 

려 보내는 기운이 일어나 아름다운 여성을 요구하는 

태도가 생기기도 했다a）. 1936년 파리에서는 ”인민전 

선" 내각의 탄생, 격렬한 데모사건 등이 발생했고, 

최초로 휴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주중 근로시간이 단 

축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게 되었고 

a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 

의 번영과 낙관주의적 경향은 사라지고 실업자가 늘 

어나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처로 영화가 각광을 받 

았으며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같은 화려한 영 

화배우가 대표적인 우상이 되었다.

20）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개정판 （서울: 兄문사, 1999）, p. 369.
21） 기혜리,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재二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31.
22）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고一문사, 1999）,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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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스키야 파넬리의 작품. 〈그림 20〉홀터 드레스. 〈그림 21〉화려한 드레스 

(출처: 정흥숙, 서양복식사, pp.372-374)

2) 문화적 배경

제 1차 세계대전과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전 

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인간성의 상실은 사물의 본질 

을 추구하는 예술사조인 초현실주의를 형성하였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초실주의는 심리학적으로 

는 성, 꿈, 무의식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대표적인 작 

가로는 달리(Salvador Dali), 에른스트(Max Ernst), 마 

그리트(Rene Margritte) 등이 있다. 초현실주의 양식 

은 패션, 패션광고, 윈도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어 

복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의 초현실주의자 

들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했던 디자이너 스키아 

파렐리는 달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서랍 슈트와 찢어 

진 드레스, 신발모자 등으로 오브제의 전위와 착시 

를 통해 기괴함과 대답함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3) 패션경향

193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숙한 분위기 

의 등이 없는 이브닝 드레스였다(그림 19). 이것은 프 

랑스 디자이너 마들렌느 비요네(Madlenne Byonnet) 

에 의해 극단적으로 등을 노출한 홀터 네크라인(그 

림 20)과 데콜테가 성행한 것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24). 1930년대의 이브닝 드레스는 밤에 만큼은 화려하 

고 귀족적이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구에 따라 상당 

히 사치스럽게 표현이 되었다(그림 21). 이들은 춤 

을 추기보다는 객석에서 무희들의 춤을 관람했으므 

로 짧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유행하던 1920년대와 

는 달리 더욱더 정교하고 복잡하며 많은 직물을 필 

요로 하는 긴 실루엣이 유행한 것이다”).

1930년의 보그(Vogue)지에서는 밤의 여성들의 사 

치스러움을 모피가 장식된 트위드, 바이어스 재단을 

이용한 흰색 패널이 있는 이브닝 가운을 꼽았다. 무 

희들이나 여가수의 의상은 역시 20년대에 이어 구슬 

장식이 대 유행했고, 색채도 화려해졌다. 이들의 무 

대의상은 이전에 비하여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져, 

다리를 거의 드러내는 등 노출을 심하게 했다. 한편 

미국의 젊은 세대는 더욱더 기운 찬 음악과 춤을 원 

하였는데, 지브(Jive)와 부기우기(Boogie Woogie)는 젊 

은이들의 열정의 배출구가 되었고, 손가락과 팔을 

흔들고 파트너와 빙빙 도는 등 실제로 활기가 넘치 

는 춤이었다. 소녀들은 블라우스나 스웨터를 입고, 

주름 잡힌 스커트에 흰 양말과 운동화를 신었다. 소 

년들과 소녀들은 자신들의 은어를 갖고 있었으며 '즉 

흥적인 재즈 연주회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밴드의 음 

악을 들었다曲.

신발 또한 다양한 옷차림과 맞추어 변화하였는데, 

구두 힐의 높이와 재질은 펌푸스와 함께 이브닝웨어 

에 쓰인 새틴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브닝 가운과 매 

치시키기 위하여 염색을 하였으며, 정교하게 자수를

23) Ibid., p. 372.
24) Ibid., p. 373.
25) Maria Constantino, Fashion of a Decade : The 1930s, (London : Batsfbrd, 19이 ), p. 15.
26) David Bond, 20세기패션, 성현숙 역 (서울: 경춘入K 1992),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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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고, 금 또는 은박으로 장식을 한 것이 많아서 컬 

러풀하고, 드레시한 것이 많았다. 이브닝웨어에는 의 

복의 색과 조화되도록 염색한 비단이나 금색, 은색 

의 새끼 염소가죽으로 만들어 신었고, 앞이 뚫린 샌 

들도 애용되었다明

모자는 넓은 브림 장식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기 

도 하였으나, 이브닝웨어와 함께 쓴 모자는 1920년 

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걸이는 부착 형이 유행 

하였고, 장갑 또한 필수적인 악세서리의 하나로 다 

양한 길이가 있었고, 보석장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 

었다. 지퍼（Zipper）의 개발과 새로운 합성섬유가 생산 

으로 의류소재가 다양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

1. 1990년대 재즈 패션의 출현 배경

스윙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재즈 스타일은 재즈와 록의 퓨전이었다. 이러한 방 

식의 작품들은 1970년대의 재즈에서 주류가 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전체 음악시장에서 인기 있 

는 음악 스타일들을 파생시켰다的 이러한 재즈는 테 

크노 음악에 식 상해 있는 과거를 동경 하는 사람들에 

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1990년대가 되면서 그 유 

행은 더욱더 거세어지게 되었다坳

1990년대의 재즈는 퓨전 재즈로 구분이 되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르에 구분이 없이 재즈의 요 

소가 클래식, 실험적으로는 국악과의 결합이 시도되 

는 등 프리 재즈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90년대 등장 

한 재즈의 여러 가지 형태 중 가장 대중적인 재즈는 

즉흥연주를 기교로 하는 색소폰 연주와 흑인들의 음 

색이 매우 짙은 보컬이 가미된 재즈가 가장 두드러 

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재즈는 블루스 음악 

'과 함께 한국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흑인들의 정서와 맞물려 그 유행이 

더해가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재즈는 과거로의 회귀 

를 희망하는 전반적인 복고적 분위기에 힘입어 재즈 

또한 복고적 요소의 하나로 패션에 재현되고 있다.

2. 1990년대 재즈패션 경향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는 회귀 

（retro）의 분위기와 함께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복 

고풍 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면서 미술, 음악 등 문화뿐만이 아니라 패션 

에서도 복고풍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汕 음악에서는 

전자 악기를 쓰지 않는 대중적인 음악인 재즈가 인 

기를 끌고 있었다. 1990년대 패션에서 재즈는 디자 

인의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루엣, 스트라이프 

패턴（그림 22）, 악세서리 등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에 재즈 맨들이 착용하였던 의상과 악세서리가 지금 

은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착용되고 있다. 재 

즈 수트（Ja끄 Suit）（그림 23）는 기본적으로 재즈 맨들 

이 상체 부분은 밀착시키고, 하체 부분을 부풀려 여 

유 있게 입었던 스타일을 칭하는데 이 스타일은 1990 

년대에 재등장하였고, 상체의 허리선이 드러나는 몸 

매가 드러나는 꽉 끼는 스타일이며 허리선의 위치가 

매우 올라가 있는 1920년대 스타일이 재현되고 있다.

어깨부분은 패드를 넣어 각이 진 스타일이며, 길 

이는 골반 중간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이고, 재킷이 

몸에 꼭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팬츠의 폭은 자연 

스럽게 넓어 보인다. 팬츠의 밑단은 커프스가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하다. 재즈 패션은 팬츠 룩을 선호하 

는 매니시룩의 강세와 함께 여러 가지의 모티브로 

응용이 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재즈바와 나 

이트클럽을 연상시키며, 남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환각의 자유를 모티브로 하기도 했다町. 따라서 재즈 

룩은 1920년대의 남성들이 입었던 허리는 몸에 밀착 

시키고 하의 부분은 부풀리는 '재즈 수트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하겠다功

27）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87） p. 340.
28） 심상범, 재즈총론, 개정판 （서울: 삼호뮤직, 2000）, p. 444.
29） 김혜리,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재즈의 영향에 과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 흐卜우！ 석사학위논문. 1996）. 

p. 61.
30） Ibid., p. 62.
31） 나산패션연구소, 1995/1996F/W 여성복 트렌드 분석.

32） 김혜리,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재즈의 영향에 관한 인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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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 Ferre, 

96A/W.

〈그림 23〉V. Westwood, 〈그림 24〉V. Westwood, 〈그림 25〉V. Westwood.

96A/W. 97A/W. 97A/W.

http://www.dongahtv.com/ fashion/collection

스트라이프 문양은 재즈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 

는 특징이다. 특히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초강 

세를 보이던 패션이며 1993년부터 초크스트라이프 

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초크스트라이프 문양 

은 특히 회색이나 감색 등 어두운 색상에 넓은 간격 

을 유지한 스트라이프 문양이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러나 현재는 색상이 훨씬 다채롭게 쓰이며, 회색 톤 

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밝은 회색보다는 어두운 

회색 톤이 가미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 많이 쓰인 

다. 또한 재킷과 팬츠, 베스트에 모두 같은 스트라이 

프 문양을 사용함으로서 강한 느낌을 주며 예전에 

비하여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쓰이고 있다.

회색 계열이나 검정색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보리 

색이나 흰색의 초크스트라이프 문양 혹은 핀스트라 

이프 문양이 사실 대부분이며 간격 또한 매우 다양 

하게 쓰여졌다. 더욱 장식적인 요소라면 이국적인 

댄디즘을 위한 스트라이프 무늬의 벨벳 사용이며, 

스트라이프 문양을 이용한 재즈 룩은 고급스러운 클 

래식한 분위기를 풍긴다. 문양은 기하학석인 문양, 

사실적인 문양, 추상적인 문양 등이 쓰여서 디자인 

포인트로 쓰이기도 했다.

소재는 프란넬과 고급스러운 캐시미어（그림 24）가 

가장 많이 쓰였고 소재선택에 있어서 보수적이면서. 

예전에 남성복에 애용되었던 소재가 여성복 재즈 수 

트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스트라이프의 경 

우 광택이 있는 소재가 다양하게 쓰였고 셔츠와 넥 

타이 등에는 문양이 없는 광택 직물을 이용한 것이 

많았으며, 색상은 보라, 빨강, 노랑 등（그림 25） 밝 

은 색이 많이 쓰여졌으며 액센트 컬러로 쓰였다. 

재즈패션을 연출하는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중절모（그림 26）를 들 수 있다. 주로 이용되는 색상 

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다. 소재는 망사로 된 모시, 

밀짚과 같이 부피감이 적고 얇은 느낌을 주는 소재

〈그림 26〉D & G, 97 A/W 

http://www.dongahtv.com/fashion/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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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특히 원색 계열의 의상과 조화를 이 

룬 같은 계열 색상의 중절모는 매우 가벼운 느낌 

을 주고 필수 장식이던 브림 장식 등은 생략이 되 

기도 했다.

V. 재즈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1.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대별로 알아본 재즈의 

영 향을 토대로 2개 의 테마를 선정하였다. 디 자인 전 

개를 위하여 재즈의 이미지를 함축하여 담고 있는 

재즈 음반의 디스크 재킷을 20년대와 30년대의 것으 

로 선정하여 디스크 재킷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현대 

적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마I은 재즈 클 

래식(Jazz Classic)으로 주된 이미지는 클래식(Classic), 

모던 재즈(Modem Jazz), 1920년대 스타일의 이미지 

로 1920년대의 시카고(Chicago)를 표현하였다. 작품 

은 총 6점으로 재즈 클래식 I, U, ID는 강렬한 이미 

지를 색채와 문양으로 표현하였는데, 블랙과 레드의 

강렬한 컬러의 조화로 섹시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로 

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재즈 클래식 IV, V, VI 

역시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패턴의 변 

화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테마II는 네오 퓨전(Neo Fusion)으로 너｝오(Neo), 

모던(Modem), 지그재그 모던(Zigzag Modem), 1930년 

대 스타일의 이미지로 캔사스시티(Kansas City)를 표 

현하였다. 네오 퓨전 I, n, ID은 블루를 주제로 하 

여 컬러 바리에이션을 표현하고 니트를 가미하여 자 

연스럽고 시원함을 강조했고, 네오 퓨전 IV, V, VI은 

비비드 컬러와 블랙의 조화로, 컬러 대비와 면의 분 

할, 스팽클 느낌의 소재 표현으로 새로운 미적 이미 

지 연출을 표현하였다.

2. CAD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 전개

현대 고도 산업의 눈부신 발달과 첨단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가 각 분야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다. 국내에 컴퓨터 디자인 즉, 

CAD(Computer Aided Design) system이 소개된 것은 

기계, 전기 공학 산업이 급격히 발전, 변화되기 시작 

한 1980년대부터이며 도입 초기에는 주로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설계, 기계부품의 설계 및 자농차, 항공 

기 등의 구조 디자인 및 가공 생산용 공정의 자동화 

를 위하여 운영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활용범 

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산 

업의 중추가 되어왔던 섬유 봉제 산업 분야에서의 

CAD의 활용은 다품종 소량 생산,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국제 경제의 변화의 신속성 등에 맞추어 지속 

적으로 그 보급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섬유 관련 CAD 장비의 국내 활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단순 디자인, 컬러 웨 이(color way)용 

으로부터 선염, 자카드 등의 직물 설계 및 생산 날염 

원단의 디자인을 비롯하여 제도, 제판 작업의 자동 

화 및 니트, 편직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범 

위 가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의 디자인 전개는 컴퓨터 디자인 시스템의 Adove 

Illustrator 10, Photoshop 7.0, 4D Box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려하고 창의적인 패턴과 다양 

한 소재로 표현하였다.

3. 디자인 제시

테마 I 의 재즈 클래식에서는 재즈의 이미지에 대 

한 회상을 클래식하게 표현하여 빠른 리듬을 연상시 

키는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추구하고, 레드와 블랙 

의 색상 대비로 동적이며 섹시하고 전위적인 느낌을 

최대한 표현하였다(그림 27). 소재는 가벼우면서 광 

택이 있는 아세테이트와 레이온, 실크로 짜여진 니 

트를 선정하였고, 실루엣은 상의는 전체적으로 몸에 

꼭 맞는 피트형, 하의의 팬츠와 스커트 역시 피트함 

과 플레어를 통해 활동성과 섹시함을 강조하였다. 

디자인된 아이템은 원피스, 콤비네이션, 블라우스, 

팬츠이 다.

테마U의 네오퓨전에서는 부드러운 재즈의 선율 

과 같은 느슨한 이미지를 모던하고 자연스럽게 표현 

하고자 하였다.(그림 28) 차분하게 보이는 블루(blue) 

와 그레이(grey)계열의 그라데이션 효과, 강렬한 비 

비드 컬러와 블랙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소재는 레이온과 실크 니트, 면 혼방 직물과 광택 

이 있는 솔리드 아세테이트류를 선정하였고, 실루엣 

은 자연스러운 피트 실루엣, 대담한 브이 넥(V-Neck) 

과 어깨가 드러난 실루엣으로 제시하였다. 디자인된 

아이템은 원피스, 팬츠, 셔츠, 탑, 스커트이다. 테마 

별 디자인 구성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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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Theme I: Jazz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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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Theme H : Neo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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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테마별 디자인 구성

구 분 fheme II

Image

1'heme 1

Color Red, Black, Grey, Orange Blue, Grey, Vivid, Black

Fabric 광택소재, 레이온, 비스코스레이온 실크니트. 광택소재, 비스코스레이온, 스팽클

Silhouette Fitted S, Mermaid S, Fit & Trumpet S Fitted S, Mermaid S, Fit & Trumpet S

Items Jacket, Pants, Combination, One-piece, Blouse Jacket, Pants, One-piece, Blouse, Top

VI. 결 론

재즈는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음악사적으로노 

수많은 변화를 거치며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그 

영향은 패션은 물론 여러 예술의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본 연구는 청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중음악의 하나인 재즈의 역사적 발자취와 시대별 

로 재즈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 

로 재즈 이미지를 패션에 응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 

인 패션 테마의 제안과 함께 컴퓨터 CAD를 이용하 

여 디자인 제시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 재즈가 시대적으로 패션에 끼친 영 

향을 내용을 살펴보면, 1890년대 뉴올리언즈에서 발 

생하기 시작한 재즈는 1920년대 초기 뉴욕, 로스엔 

젤레스, 시카고에서 녹음되면서부터 그 형태를 갖추 

기 시작하여 1920년대는 초기 재즈의 시작으로 광란 

의 시기로 불리기도 하였다. 댄스를 즐기던 여성들 

은 율동미를 연출할 수 있는 패널 드레스 행커 치프 

드레스 같은 디자인을 선호했다. 콤보 재즈의 유행 

과 더불어，스윙 뮤직으로 발전한 1930년대에는 성 

숙한 분위기의 등이 없는 이브닝드레스가 출현하였 

는더〕, 극단적으로 등을 노출한 홀터 네크라인과 子 

슬장식의 대유행, 화려한 색채가 그 결과로 볼 수 있 

다. 1950년대의 쿨 재즈와 하드 밥의 시기를 거치며. 

I960년대에 들어선 재즈는 사운드에 있어서 특히 변 

화가 심했던 시기였고, 1970년대부터 프리재즈와 아 

방가르드가 교차하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990 

년대에 와서 재즈는 디자인의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 

는데, 실루엣 스트라이프 패턴, 악세서리 등 과거 재 

즈 맨들이 착용하였던 의상과 악세서리가 재현되기 

도 했다. 재즈 수트는 상체 부분은 밀착시키고 하체 

부분을 부풀려 여유 있게 입었던 스타일을 칭하는데 

이 스타일은 1990년대에 재등장하였다. 문양 또한 

스트라이프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사실적인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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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문양 등이 다양하게 디자인 포인트로 쓰였 

고, 재즈 패션을 연출하는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 

로 중절모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대별로 알아본 재즈의 영향을 토대로 2가지의 

테마를 선정하여 이미지별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테 

마 I 은 재즈의 이미지에 대한 회상을 클래식하게 표 

현한 재즈 클래식으로 주된 이미지는 클래식, 모던 

재즈, 1920년대 스타일이며, 테마II는 네오 퓨전으로 

네오, 모던, 지그재그 모던, 1930년대 스타일로 부드 

러운 재즈의 선율과 같은 느슨한 이미지를 모던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재즈의 이미지와 모 

티프는 현대 패션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 

용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 캐드 시스템은 디자 

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 미술사조와 패션의 연계성을 접목시키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시각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요소들과 패션과의 교류에 관한 연구는 계 

속 진행되고 있으나, 시각을 제외한 청각, 미각, 후 

각, 촉각 등 다른 감각과 패션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 

는 그 동안 미비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즈의 역사고찰과 함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 

대별 이미지를 테마로 디자인 전개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대별 작품 전개가 가능 

하다고 본다. 끝으로 그 외의 다른 음악장르 또한 패 

션과의 관계를 접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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