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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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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1990s fashion design involving the utility of function which is the 
essence of modernism. First, documentary studies about the aesthetic value of the utility of function throughout the 20th 
century sociocultural contexts has been done. Second,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in American 「Vogue」 from 1990 to                
2002 has been accomplished to hold the actual proof for the utility of function in postmodernism fashion. As a result, the 
utility of function has been defined the utility of body activity, the utility of practical use, and the utility of mechanical prod-
uct. According to contents analysis, new aspects has been introduced in use of high-tech fabrics, ornaments, and mass 
customization in 1990s. In conclusion, the utility of function in fashion has been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sociocultural contexts and women's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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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의     

향유 이후 허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이 팽배하다. 이를 미 개념에 적용하면 실용적인 물품의 경우,        

외면의 미를 논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합목적성에 입각한 적합       

성의 미 개념으로의 회귀로 볼 수 있다. 

적합성의 미 개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형식미와 더불어      

논의되던 미 개념으로 순수하게 기능에 입각한 판단을 특징으       

로 한다. 적합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미 개념이 ‘사회적 유용성’의 개념과 결합하게 되면서부       

터인데, Hutcheson과 같은 미학자는 기계를 건축이나 그 밖의       

예술형식과 똑같이 예술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기계의      

효율성이라는 원리를 미의 원리로 승화시켰다(윤재희·지연순,    

1988). 이는 산업혁명에서 표현된 정신적 징후를 미의 개념과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세기 전반 모더니즘 운동으        

로 계승되어 이후 ‘기능’은 디자인의 영감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미학사상에 이성만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에 대한 회의와 자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문화적 증후군을      

가져왔고, 예술의 양식도 기능에 대한 고려와 무관하게 감성에       

대한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복식에서도 인위적이고 과장된 형태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패션은 모순과 긴장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패션의 주제로 자주 인용되는 1920     

년대와 1960년대의 복고풍에서 발견되듯이 왜곡되고 장식적인     

복식형태에서 오는 긴장감 대신 복식의 순수한 본질에 대한 자     

각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순수한 본질이 강조될 때 중     

요한 미적 가치 중 하나인 기능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1990년     

대 패션디자인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20세기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1990년 이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1990년     

부터 2002년 사이에 발간된 미국의 패션 전문 잡지「보그」     

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     

에 따른 표현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보그」지를  선     

택한 이유는 미국 패션에서 기능의 효율성의 특징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선행 복식연구자 Bigelow(1979), Kroeber &     

Richardson(1973) 등이 미국의「보그」지는 미국 패션의 특성    

을 대표하기 적합하고, 대중성을 지닌 잡지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지녀서 현대의 패션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     

그」지의기사 중 매월 새로운 트렌드와 디자인, 디자이너의 스     

타일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뷰”와 “포인트 오브 뷰”     

의 면을 중심으로, 기능의 효율성의 미적 가치를 내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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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를 서술하고 있는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1990년대 패션에      

서 기능의 효율성이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인(functional)’, ‘효율적인    

(utility)’과 패션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한영      

사전과 패션용어사전에서 추출하여 도출한 ‘comfortable’,    

‘easy’, ‘relaxed’, ‘casual’, ‘versatile’, ‘practical’을 포함하는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1990년대 패션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이유       

는 1990년대는 21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다양한 패션이 공존       

하는데,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기능의 효율성이 표현되는 경향       

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2. 1990년 이전 패션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사적 고찰

2.1. 신체활동의 효율성

20세기 들어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       

다. 많은 수의 중류계급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독        

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와같은 여성들의 삶의 변화는 정교하       

고 장식적인 옷보다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에 대한 요구로 나타        

났다(Laver, 1995).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은 패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됨에 따라 남아있는 여성       

들의 사회활동은 더욱 촉진되었고, 전쟁 중의 제복 착용으로 많        

은 여성들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        

었다(이재원, 2002). 제1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은 장식적이지      

않으면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니폼이나 작업복을 착용했       

으며,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전쟁 중 여성들이 착용한 유니폼        

은 남성의 유니폼과 매우 유사했으며, 이러한 옷들은 ‘여성적       

인’ 외모를 중시하는 대신에 신체를 움직여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편안함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의 외모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여성의 거추장스럽고 장     

식적인 스타일이 쇠퇴하고 보다 활동에 편리한 가볍고 수수한     

스타일이 유행했다(이재한, 2003).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던     

Chanel은 신축성이 있는 저지로 만든 카디건 수트를 여성을 위     

한 평상복으로 제시하였다(Fig. 1). 

저지는 본래 남성 속옷의 소재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오트 쿠     

튀르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Chanel에 의해 여성 패     

션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신축성 있는 소재의 사용은 무엇보다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늘어나는 특징으로 활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특히 1958     

년 듀퐁(DuPont)에 의해 개발된 라이크라(Lycra)와 1960년대에     

잇따라 소개된 스판덱스 등 다른 스트레치 소재들은 월등하게     

뛰어난 신축성과 부드러움으로 인해 여성 패션에 커다란 혁신     

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치 소재는 처음에는 여성     

속옷에 사용되었지만, 점차 신축성을 이용하여 조형요소를 생     

략한 단순한 디자인과 극단적인 활동성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이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조경희, 2003).

한편, 20세기 들어 여가를 이용해 사이클, 수영, 펜싱, 골프,     

요트 등의 스포츠가 상류사회의 여성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급되기에 이르렀고 스포츠를 즐기려는 많은 여성들은 보다     

유연한 활동이 가능한 복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지     

나치게 많은 겉옷과 옷의 장식물들이 제거되면서 복식이 기능     

화 되었다. 스포츠 웨어를 중심으로 나타난 변화를 배경으로     

1920년대 초 오트 쿠튀르가 스포츠 웨어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스포츠에서 빌려온 가벼움과 에너지라는 새로운 이상을 반영한     

일상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 오트 쿠튀르 중 최초     

로 스포츠 웨어와 스포츠 용품을 전시했던 Patou는 스포츠웨어     

와 같은 원리에 따르는 일상복의 디자인들을 창조해냈다. 1970     

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극도로 고조     

   

Fig. 1. Chanel의 저지 수트, 1929

 (Ewing, p.101).

Fig. 2. McCardell의 데님 드레스, 1942 

 (Haye, p.40).

Fig. 3. Gap의 여성복(Baudot,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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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스포츠는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고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이 일상복에 접목되어 스포츠웨어에 사용되던 기능적인     

소재와 장식이 일상복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Norma Kamali      

은 공식적인 딱딱함 대신 신체적 편안함을 추구한 “운동복 컬        

렉션”을 발표하였고, Halston은 스포츠를 중요한 일과로 삼으      

며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충실하게 고집하는 미국      

여성들을 위해 캐주얼한 감각의 단순하고 유연한 의상을 디자       

인했다(Milbank, 1985). 이와같이 일상복에 운동복 요소의 도      

입은 Patou가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밝힌 것처럼 활동성을 증        

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내가 디자인한 의상들은 스포       

츠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나의 목적은 그 의상들이 눈        

에 즐겁게 보일 뿐 아니라 움직임의 절대적인 자유를 허용하도        

록 하는데 있다”(Milbank, 1985). 

이상의 고찰에서 여성의 사회활동과 스포츠 참여는 패션에      

서 신체적 활동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배경에 되었으며 간소한       

형태, 신축성이 있는 소재의 사용, 운동복 요소의 도입은 신체        

활동에 편안함을 부여하는 신체활동의 효율성으로 파악된다.

2.2. 실용성의 효율성

20세기 들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농경사회의 구조에서 산       

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팽창을 가져왔고 말      

그대로 ‘대중’에 의한 사회가 대두되었다. 산업과 경제가 급진       

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이러한 직종에 종사       

하는 사회 계층의 생활방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미국 사회는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와 같은 경제적       

진보를 배경으로 종교·지역·계급에 의한 사회분열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1965년 진보주의적 법률의 제정으로 평등한 사회      

질서의 수립을 촉진시켰다(차하순, 2000). 

이와같이 사회적·정치적 속박이 사라짐에 따라 1960년대에     

‘계급의 부재’라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고, 대신에 ‘젊은이’에      

대한 관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므로 작가 MaClnees(1961)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두 개의 나라’        

는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또는 유행이 지난 용어를 사용         

한다면, ‘상류층’ 계급과 노동 계급)의 나라가 아니라 한편으로       

는 십대들의 나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이라는 책임을       

떠맡았던 모든 사람들의 나라이다”.

이에따라 패션도 계급 차별화에 따른 동조나 구분의 요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패션이 계급과 부의 과시와 같은 허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용       

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한 디자이너는 Clare      

McCardell이었다. 그녀는 독창적인 패션보다는 실용성을 중시     

하여 면과 울 저지와 같은 소박하면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소재        

와 쉽게 복제가 가능한 즉, 대량생산이 가능한 단순한 디자인        

으로 실용적인 복장이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 Fig. 2의 데님 드        

레스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커다란 주머니와 상침 스티치, 조         

절이 가능한 허리 벨트 등은 그녀가 즐겨 사용했던 실용적인     

디테일의 특징을 나타낸다. 

패션이 계급을 표현하는 대신에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나아간 사실은 1970-1980년대에 제조업과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노동복으로 착용되던 다양한 작업복 스타일의 옷이     

쇠퇴하는 대신에 여성 패션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나타난 것에     

서 입증된다. 1970년대에는 덩거리(dungaree), 보일러공 수트,     

비행복, 벌목 인부의 셔츠와 재킷 등 다양한 작업복 스타일의     

옷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데님, 캔버     

스, 장식용 징, 지퍼, 호주머니, 주머니 덮개 등 작업복의 천,     

장식, 스타일의 특징들이 패션을 창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다. 이러한 패션은 무엇보다 편안하며 오래 쓸 수 있다     

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애용되었는데, 1980년대 이러한 작업복     

차림을 즐겨한 미국의 영화배우 Katharine Hepburn은 패션이     

유행을 추구하고 부유해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잊도록 만     

들었다. 

또한 청년문화의 영향은 젊은이 감각의 평상적인 의복인 캐     

쥬얼 착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패션에서 격식을 약화시켰다. 1950     

년대까지만 해도 T.P.O.에 따른 복식의 관습이 엄격하게 지켜     

졌는데,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의 영향으로 성인여성들도 T.P.O.에 어울리게 옷을 입는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에따라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그리고 스웨터 등 ‘기본적인 아이템’을 따로 구입하여 여러가     

지 조합방식으로 착용하는 ‘세퍼레이츠’와 일상적인 편안함을     

강조하는 ‘캐주얼’ 감각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또한 1960년대     

에는 나일론과 니트웨어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조심스럽게 손빨래해야 하고, 쉽게 구겨지면서     

조심스러운 다림질이 필요한 직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1960년대 합성섬유     

는 ‘현대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재한, 2003).

이상의 고찰에서 대중사회의 대두에 따른 계급의 부재와 청     

년문화의 유행은 패션에서 허식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배경에     

되었으며 작업복 스타일의 도입, 다루기 쉬운 합성소재의 사용,     

캐주얼의 일상화 등은 실용성에 입각한 효율성으로 파악된다.

2.3. 기계생산의 효율성

1851년 I. Singer에 의해 재봉틀이 발명되어 기계생산의 길     

을 열었지만, 값싼 여성 노동력의 착취를 바탕으로 여전히 노     

동집약적인 성격을 유지했던 의복 생산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재한     

(2003)에 의하면 전쟁 이전에 기성복 생산업자들은 재봉틀을 이     

용한 장식적이고 정교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을 조장함으로     

서 여성패션이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연     

시켰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이용이 제한되었고,     

또한 수백만 벌의 표준화된 규격과 스타일의 유니폼에 대한 제     

조를 통하여 생산 단위가 커지는데 대한 장점의 인식과 더불어     

기계식 재단기와 동력 기계와 같은 노동절감 기계류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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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산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와같은 생산기술의 변화는 1920년대 제기된 ‘기계미      

학’의 추구라는 미학적 움직임과 결부되어 하이패션에서 받아      

들여지게 되었는데, 사회 각 분야에서 기계화된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 환경과 적어도 은유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미학을 모색하는 움직임 속에서 대두되었던 ‘기계미학’은 완전      

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순수성         

의 지향’을 이끌었으며, 단순성과 추상적인 미라는 명제를 강       

조하게 했다(이순혁, 1997). 산업디자인 및 건축을 중심으로 기       

술적인 성과를 부여하려는 열망이 팽배하였고, 실용성과 싼 가       

격을 장점으로 하는 상품들은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제거한 단        

순하고 추상적인 외관으로 ‘기능’이라는 새로운 미를 담아냈다. 

1920년대 유행한 직선적인 실루엣의 패션은 크기와 치수의      

문제를 덜어주었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을 촉진시켰으      

며, Chanel, Patou 등과 같은 디자이너의 주도 하에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명료함을 표현하는 여성패션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달리 여성의 스커트와 드레       

스의 모양을 표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적인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였      

다(Baudot, 1999). 복식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간소해진 1960년      

대 이후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같은 여성복의 표준 규격화가        

스타킹과 브래지어, 블라우스와 스커트, 신발과 장갑 등으로 확       

대됨에 따라 의류 상품들의 미는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다양화        

되었고 비개성적인 특성을 나타냈다(Fig. 3). 요컨대 대량생산      

체제화는 여성복에 있어서 이상적인 완벽한 동질성에 기초한      

새로운 미학이 개인적인 독특함을 나타내는 과거의 오래된 미       

학을 대체하도록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Calvin      

Klein과 Ralph Lauren과 같은 디자이너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표현하기보다     

생산의 하부구조와 소비자 지향의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 디자       

이너들의 패션 철학을 대변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기계 미학은 패션     

에서 정교하고 장식적인 표현 대신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무     

장식, 기하학적 명료함, 규격화된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199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분석

「보그」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의 기간 동안 “뷰”는 541개, “포인트 오브 뷰”는 총122개로     

이 둘을 합한 기사의 수는 총 663개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기능의 효율성에 대하여 언급한 기사는 총68개였다. 1990년 이     

후「보그」지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     

은 Table 1에 정리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20세기를 통하여 기능의 효     

율성은 운동복과 작업복 요소의 도입과 합성섬유의 사용으로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1990년 이후에도     

패션과 운동복·작업복의 결합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스웨터,     

아노락 레깅스, 진, 카고팬츠가 일상적으로 착용되었고, 지퍼, 드     

로우스트링, 벨크로 등의 디테일이 하이패션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신체활동의 효율성은 인체공학적 운동복의 원리와 기     

능성을 향상시킨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으로 현대인의 복식을     

보다 편안하고 기능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미래적 감각의     

미적 욕구도 충족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Prada, Donna     

Karan, Ralph Lauren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인체공학적 운동     

복의 디테일과 소재를 패션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했으며,     

몸이 가장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 가볍고 신축성이 탁월해 피부와 같은 소재로     

평가받는 마이크로 파이버 등의 첨단 신소재가 패션에 도입되     

Fig. 4. 20세기 사회ㆍ문화적 맥락과 기능의 효율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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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ig. 5는 하이테크와 운동복의 요소를 접목한 컬렉션 발        

표로「보그」로부터 “하이테크 혁명”으로 평가받은 Prada의    

작품으로, 하이테크를 패션에 최초로 도입하였던 1960년대 “스      

페이스 에이지(Space-age)”의 인공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1990      

년대의 하이테크 스타일이 인공적인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       

라 본질적으로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제적 사용의 효율성은 사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     

목적의 스타일이 중요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온 타임과     

오프 타임 모두를 고려한 스타일로서, 1990년대 다목적 스타일     

이 1960년대의 캐주얼과 다른 점은 정장으로도 손색이 없으면     

Table 1. 1990년대 미국 보그 지에 나타난 기능의 효율성의 경향(1990-2002)

형태 색 재질 아이템 디자이너

1990 classic sporting look inspired,

relaxed, functional,

exercise-inspired

green, yellow,

plaid, bright

silk satin, cashmere,

stretch, lightweight  

fabric

sweater, leggings, 

feminine touch trench,

jumpsuit, anorak

R. Duke,

M. Jacobs

1991 comfortable,

practical, easy, 

streamlined, packable

white, 

neutral,

bright

durable cotton, 

denim, stretch

jean, 

leggings,

zip-up front wet suit

R. Lauren, 

D. Karan

1992 easy, versatile plaid, pastel cashmere, cotton mock turtleneck,

twin set

TSE,

M. Kors

1993 easy, comfort, casual chic vivid cotton, stretch T-shirt, stretch pants

1994 easy, versitle, high-tech, utility,

fusion of fashion & fitness

brillant

cherry red,

navy, green, yellow, 

high-shine silver

wool, stretch knit, twin set, 

down jacket, 

sweat shirt, 

warm-up suit

M. Prada, 

I. Mizrahi, 

DKNY

1995 versatile, 

convertible, 

high-tech

bright, black, 

white

stretch velvet, 

cotton-Lycra, fleece, 

nylon

versatile tube, 

slim cut pants, 

parka, jump suit, 

bomber jacket 

D. Karan. 

J. Colonna

1996 relaxed, casual, 

sleek

bright, khaki,

multicolor 

cotton, wool, 

high-tech, fabric, 

synthetic, nylon

docker, twin set,

turtleneck, zip-up front jacket

J. Watanabe,

Missoni

1997 functional black casmere, fleece,

Gore-Tex,  

micro fiber

crochet suit, 

velro closure skirt, 

zip-up front jacket

J. Sader

1998 high-tech, athletic, 

high-function,

utility chic

indigo blue, 

kakhi, bronze, 

black, white

denim,

technical fabric

denim jacket, 

crago pants, 

padded vest & sheath

J. Sader

1999 easy, versatile, 

high-tech, 

athletic

indigo blue, 

navy, black, 

red, white

cashmere, jersey, 

nylon, fleece

knit, trench coat, 

drawstring hemed skirt, 

jacket with built-in watch

M. Kors, 

H. Lang

T. Hilfilger

2000 technical, high-tech stripe, 

multicolored

crinkle cotton, 

Gore-Tex, water-proof

tailored suit, bib pants S. Rykiel

2001 easy khaki, blue, navy khaki, cashmere safari, turtleneck, 

unitard cum-maillot

M. Kors, 

H. Lang,

J. Sader, 

M. Jacobs

2002 easy, versatile black, candy-stripe wool, jersey trench, jersey dress M. Prada, 

D. Karan, 

M. 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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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스러워졌다는 점이다. 1960년대 캐쥬얼은 작업복 스타      

일과 디테일의 도입으로 정장으로는 착용이 불가능했던 반면,      

1990년대 다목적 스타일은 기존의 정장 형태에서 딱딱함을 제       

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음이 주목된다. 테일러드 수트에 크로      

쉐(crochet), 데님, 나일론, 스트레치, 크링클 소재 등을 적용하       

고 지퍼, 벨크로와 같은 디테일로 입고 벗기에 편리할 뿐 아니         

라 시각적으로 캐쥬얼한 감각을 강조하였다. 착용에 있어서도      

레깅스, 또는 튜브 드레스와 함께 착용하여 정장과 캐쥬얼의 구        

분을 약화시켰다. Fig. 6은 Chanel의 클래식 재킷과 유니타드       

를 함께 착용한 것으로 T.P.O.에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할 것        

같은 모습이 매우 현대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생        

활수준 향상과 여가 생활의 확대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에 따라 패션 뿐 아니라 자동차, 주거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목적성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       

로 해석된다. 

넷째, 기계생산의 효율성은 1990년대 중반 대두된 미니멀리      

즘으로 더욱 강조되는 듯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다      

개인성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생산      

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미니멀리즘 이후 디자이너 뿐 아니라 개        

인의 특성까지 제거된 익명성에서 점차 표준적인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는 개인화된 스타일이 중요해지고 있음은「보그」지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 스트리트 스타일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에서 발견된다. 스트리트 스타일로 제시되는 개      

인들은 대량생산된 표준적인 형태를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표준적인     

형태에 개인적인 취향을 접목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로      

1990년대 나타난 ‘맞춤화된 대량생산’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하이패션에서 Issey Miyake에 의하여 1990년대 말 이후       

시도되고 있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개념으로, 그에 의하면     

의상의 결과는 개별적인 소비자에 의하여 그들의 의도에 따라     

완성된다. Fig. 7의 Miyake가 제시한 하이테크 니트는 착용자     

가 개인적인 감각에 맞게 소매와 밑단에 구멍을 뚫어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의 의도는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소비자에게 완성된 생산품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     

유’를 실현시키는 것이다(McDowell, 2000). 

4. 결론 및 제언

 패션에서 기능의 효율성은 20세기를 통하여 여성의 삶을 둘     

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와 더불어 꾸준히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한 패션디자인으     

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Lauren이 “나는 패션이 라이프스타일     

의 기능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의복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     

는 방법과 꼭 닮은 것임을 믿는다”(Prendergast, 1997)라고 언     

급한 것처럼, 20세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변화는 기     

능성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했던 여성 패션을 활동적, 실용적, 효     

율적으로 변화시켰다. 

20세기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스포츠 활동과 같은 신     

체적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의 복식은 기존의 정교하고 장     

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간소하고 운동복과 같이 활동에     

편리한 특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중사회의 대두는 패션을 소     

수의 엘리트가 아닌 대중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전 계급     

에서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같은 스타일의 패션을 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패션은 더 이상 계급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     

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따라 패션에 적용되는 영역     

은 ‘상류층’에 대한 모방에서 거리의 패션, 젊은이의 패션, 노     

.
   

Fig. 5. 하이테크스포츠 룩, 1999

(Vogue, 1999.1, p.83).

Fig. 6. 클래식 샤넬 재킷과 유니타드의 

조합, 1990 (Vogue, 1990.1, p.39).

Fig. 7. 하이테크 니트, 1999

(McDowell,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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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과 작업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었다. 즉, 20세기       

이전의 여성패션에서 중요시 되던 품위와 격식 대신 편안함과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발달된 기계 기       

술은 기계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계미학’을 대두시켰고, 패      

션에서도 기계생산에 적합한 무장식의 표준적인 형태와 기계미      

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하학적 명료함이 강조된 패션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20세기 패션에서 기능의 효       

율성은 중요한 미적 가치로 대두되고 지속되었다. 

한편, 20세기를 지배해온 주류의 가치관에 대한 반발 및 재        

평가와 감성에 대한 표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적 증후       

군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1990년 이      

후 기능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경향을「보그」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한 결과, 1990년 이후에는 하이       

테크를 이용한 기능성의 극대화와 더불어 감성의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게 표현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1990년 이후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관련되어 기본적        

인 기능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신적인 만족감까지도 제공하는      

복식에 대한 개념의 대두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성을 소유         

하고 있는 인간은 일차수준의 바램이 실현되면 거기에 더해 이        

차수준의 바램을 충족하고자 한다는 이론(이태수, 2004)과 마      

찬가지로 20세기를 통하여 기본적인 기능의 효율성이 달성된      

복식의 형태는 1990년대에 그 다음 단계인 이차수준의 바램까       

지 실현하는 복식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       

능의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       

화에 따른 현대인의 욕구와 관련시켜 고찰한다면 앞으로의 패       

션디자인이 나아갈 바를 가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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