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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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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e Present Ethnic Fashion's Maj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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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ason for contemporary ethnic-look's remarkable world popularity is viewed as due to counteraction of dis-
ordered world conditions such as war, terror, and economic depression. These conditions led people to desire the return-
ing to primitive human society where freedom and peace are preserved. The background of ethnic look emergence is
influences of post-modernism, eastern and western culture hybrid, and ecology. This study will mainly focus on the anal-
ysis of present ethnic fashion trend and, with following to this, their images will be analyzed and categorized. The result
of ethnic trend, especially that of Asian’s and African’s, from 2000 to 2005 is like this: representative Asian ethnic fashion
tendency is focusing on Japanese and Chinese. In Japanese style, oversized silhouette was derived by Kimono and wide
belt was appeared by influence of Kimono's Obi. Chinese ethic style are analyzed as adapting feministic silhouette and
details from Chinese traditional clothes, Chipao. Additionally, in some of the Chinese ethnic-look, there are mixtures with
Japanese, North American, and African's images. Mixing with pop images and ancient ones are also emerged. In the Afri-
can ethnic look, people used colorful cloth and new materials which is considered as integration of primitives and modern
science. From the study,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current modern ethnic fashion can be defined as blends with one
country's image to the other, mixture with new technology, and acceptance to the multi-national folk fashion. These trends
are widely revealed and extended in the world fashion. In the following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four outstanding
images lying underneath in the present ethnic-look. That is eclectic, traditional, natural, and mysterious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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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는 과학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세계의 문화와 정보

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쉽게 전파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타문화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발흥된 포스

트모더니즘의 문화 인식론은 타 문화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방식을 갖는데 기여하였고, 산업사회가 빚어낸 위기감의 해결

방안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구적 취향에 싫증과 한계를 느낀 서구

패션계는 각국의 민속(ethnic)풍에서 모티브를 찾는 활동이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는 매 시즌마다 컬렉션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의상이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되어 세계 패션 시장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전쟁과 테러, 경제 불황 등 어수선한 심리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원초적인 인간 사회로 돌아

가고픈 욕망 때문에 정신주의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

의 복식이나 아프리카지역의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각 민족마다 미를 표현하는 고유한 양식과 장식방법이 있어

그것은 오늘날 패션과 장식에 많은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경향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현대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분석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에스닉 패션과 유사한 최근의 선행연구로서는 방수란(2000)

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상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에서 갈리아노 복식에 대한 연구시기를 90년대 중반이후를 연

구대상으로 하였고, 임영자·김선영(2000)은 “현대패션에 표현

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에서 20세기 후반의 동양풍

선호사상을 New Orientalism라 하고 그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영민·이연희(2005)는 “현대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오

리엔탈리즘”에서 동양적 이미지가 반영된 현대남성의 스커트

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하는 현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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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나타난 에스닉 특성분석과는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와 연

구내용에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해석의 인식하에 에스

닉 패션의 발생배경, 현대패션에 표출된 에스닉 룩의 경향, 그

리고 현대 패션디자이너작품에 나타난 에스닉 특성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2장과 3장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

난 에스닉 룩의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세기이전부

터 1990년대까지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4장 2000~2005년 현

대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00~2005년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해 미학·예술·복식

과 관계된 각종문헌, 정기간행물, 국내논문, 인터넷 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위해 국내외 패션잡지를 활용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에스닉에 대한 정의와 에스닉 패션의

발생배경에 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2.1. 에스닉의 정의 

에스닉(ethnic; 민속풍)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자 사전적인 개

념을 살펴보면 에스닉은「민족적인·이교도의」등의 의미로

특히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몽고 등의 스타일

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족의상이 가지는 독특한 색이나 소재,

수공예적인 디테일 등을 넣어 도시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

는 것이다(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7). 에스닉 룩(ethnic

look)이란 민족복 스타일로 유럽민족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 고

유의 복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20세기 초기 P. Poiret의

작품에서 동양취미가 강한 이런 종류의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는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서 여러가지 에스

닉 룩이 발표되었다(라사라교육개발원, 1991). 

따라서 에스닉은「인종의, 민족의, 민족 특유의」라는 일반

적 의미 이외에「종족적 사회, 이(異)교도의」라는 의미도 포

함하고 있으며, 패션에서의 에스닉은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

름다움을 표현하는 의복스타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에서 말하는 민속적이고, 토속적이란 기독교를 바탕으로 문화

를 성립시킨 서유럽과, 영국의 청교도 문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미국 이외의 여타문화권에서 나타난 민족고유의 특질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문화 이외의 모든 종교를 기반으로 지역에

서 싹튼 문화이므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은 물론 샤머니즘

적 종교 등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연희·이윤영, 2002).

이와같이 에스닉 룩은 비기독교 문화권의 민속을 가리키면서

기독교권 국가라도 그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복식은 에스

닉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에스닉을 일컬을 때 우

리는 구미를 제외한 제3세계 스타일이나 동양풍을 가르키게 되

는데, 이것은 서구의 서양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동양풍의

패션을 에스닉이라 지칭하게 된다. 그러나 에스닉에는 아시아

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양풍 이외

에도 유럽 전통복장의 취향, 인도의 사리, 인도네시아의 바틱,

남미 에스닉, 아프리카의 토속적 스타일도 에스닉이라 할 수 있

다.

2.2. 에스닉 패션의 발생배경 

에스닉 패션의 발생배경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세계 각

지역의 문화권마다 전통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패션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단순화,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매체에 의

하여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형식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가면서 다른시대 다

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려는 포스트모

더니즘적인 양상이 복식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서양이외의 제3세계권으로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존

재가 부각되고 있는 동양지역과 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구의 소수민족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민속풍이 새로운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송명진·양숙희, 1992). 이와같이 민속

풍이 현대패션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역사주의와 현대주의

를 같이 표현한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에스닉은

자국민이나 자민족에서 볼 수 없는 타민족이나 타국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함으로서 서양 중심의 현대복식에 비서양지역의 전

통복식의 특징과 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신

민족주의의 태동으로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

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양복식에 나타난 에스닉은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국의 복식형태를 현

대에 재현시킨 것이다. 에스닉은 그 전형적인 개념을 넘어 후

기산업시대에 적합한 주제로서 서양복식문화에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

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

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 하겠다(김윤주, 1998). 

하이브리드(hybrid) 현상은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해

체주의에 이르는 시대적 사조에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으

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전역의 고유한 전통복식을 현대패션에

절충하려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에 지역성과 전통을 강

조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 패션에서 서양 위주의 컬렉션에 동

양문화를 차용하는 것이 중요한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동

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이제까지 명성을 유지하여온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 사이에 이미 디자인 영감의 모티브로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초기 패션에서의 모더니즘을 표방하여 동양의 정취를

의상에 접목시킨 P. Poiret가 있으며, 패션 트랜드 컨설턴트이

자 기고가인 Nicole Fall은 “동양은 문화와 전통이 견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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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깊어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라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동향보고서, 2003).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표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차용에서부터,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동

양미를 표현하려는 현대 서양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패션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양취경·김경란,

2005). 현대사회가 산업화,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생활이 물질적

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병폐 또한 그만큼 늘어

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자연주의적, 생태학적 관

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1960년대부터 에콜로지

(ecology)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디자인과 복식 분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에콜로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

에 확산되었다(한소원·김영인, 1999).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자

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강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복식분야에서

도 친환경적 요소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무절제하게 생산하

고 소비해온 경제 성장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게 되었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여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자연과 전원을 주제로 한 의상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때 묻지 않은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양식, 민속풍, 동양

풍과 같은 에스닉적인 요소를 통해 자연과 조화되고자 하는 사

람들의 소망을 복식으로 표현하였고, 지구자원의 절약이라는 측

면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의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룩(Ethnic look)의 경향 

비서양 지역의 전통복식은 고유한 사상·철학·종교를 바탕

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서양과는 다른 미적 가치 기준을 가지며,

외적 조형성에 있어서도 독특한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인 형태, 색채 및 문

양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전통복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3.1. 일본풍

일본의 전통의복인 기모노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전체

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으며, 앞이 전부 트여 있어 좌우를 포

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형이다. 이와같이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

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난 평면구성, 직선형 깃과 사선 여

밈, 목덜미가 보이게 옷깃을 젖쳐입는 착용법과 겹쳐입기를 들

수 있다. 여밈의 도구로는 ‘오비’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오

비지메’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여 입는다. 겨울철 방한을 위해

서 기모노를 여러겹 겹쳐 입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1980년

대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겹쳐입기(layering)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독특한 착장법이다. 

일본풍은 1960년 Hanae Mori가 일본패션을 서구에 소개한

것과 1970년 Kenzo가 기모노의 오비와 오비지메를 응용한 작

품을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임으로 일본풍이 서양패션에 부각되

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Issey Miyake와 Yohji Yamamoto, Rei

Kawakubo 등이 일본풍을 유행시켰다.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분히 전통적인 느낌이 강했던 일본풍 에스닉에 퓨전을 가미

한 디자이너는 바로 Jean Paul Gaultier로 1999 S/S 컬렉션에

서 일본식 상투머리에 게다를 신고 ‘Kimono by Jean Paul

Gaultier’를 입은 모델들을 등장시켜 게이샤풍 에스닉을 창조하

였다. 이와같이 일본의 기모노 슬리브와 전개형의 비대칭 여밈,

비구축적 실루엣 등은 1980년대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가부키 풍의 메이크업을 한 모델을 컬렉션에 등장시키는 예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구

인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직선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의 착장법 등을 서구 패션에 등장시킨 이후

1990년대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미를 살리는 보다 단순

한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화되어 정착되면서 세계에

일본풍을 확고히 심어 놓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 복식과 현대 일본풍 패션 모두 인체에 대해

서구의 복식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서구복식은 입체구

성과 실루엣을 최고의 미로 인식하는데 비하여, 일본풍 디자인

의 특징은 겹쳐입기와 추상적인 평면조형으로 이는 일본 디자

이너들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은주·은영자, 1999). 일본전통문양으로는 화초문·

운문·난초·과실·매화·대나무·백합·당초문과 화조문 등

이 있으며, 주로 사군자·나비·학·구름 등의 모양을 형상화

한 것이 많으며, 자연물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연속무늬 형태

가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막부시대 염색·직조·자수 등의 방

법으로 사생풍·도안풍 등 다양한 무늬를 각종 문화 예술에 표

현했는데, 이는 복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직물기술도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이은정, 1991).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현대 패션에서도 적용되는데, 꽃·연못 속의 물

고기·나비 등을 자수, 아플리케, 프린트를 이용하여 직물에 사

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꽃문양 중에서는 벚꽃을 단순화

시킨 문양활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벚꽃은 일본 국화로 일

본취향을 잘 나타내주는 문양이다. 

3.2. 중국풍 

중국의 대표적인 여자전통복식은 오( )·군(裙)·고(袴)·

치파오(旗袍)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 치파오가 현대패션에

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 치파오는 만주족의 전통복식이었

으나 청대 말부터 입기 시작해서 태평천국과 중화민국을 거쳐

현재까지도 중국 전통복식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비단에 수를

놓아 입은 겉옷이다. 치파오는 원래는 박스형이었으나, 서양의

영향을 받아 타이트한 형태에 다트를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 드레스로 양옆솔기를 터 주어 보행 시 불편을 막아 주

었다. 현대패션에서 중국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

로 치파오 이외에 인민복을 들 수 있다. 즉, 19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이래 중국 본토에서 노동복으로 착용하여 왔

던 실용적이고 간소화된 모택동 팬츠와 재킷, 노동자들이 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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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 햇과 같은 침울하고 소박한 이미지의 의상도 기존의 이미

지를 탈피하여 표현되고 있다. 

1975년 봄 파리 컬렉션에서 T. Kenzo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중산복 차림에서 영감을 받은 중국풍 의상을 발표하였다

(samsungdesign.net, 2003). 1976-1977 F/W에서 Y.S. Laurent

컬렉션의 주제는 민속풍의 실루엣·소재·디테일을 모두 담아

세계 패션의 방향을 바꾸는 혁명적 컬렉션이었으며, 또한 1977-

1978 F/W 컬렉션에서도 중국 황실의 화려한 직물·중국식 매

듭단추·차이니즈 칼라 이브닝 웨어에 중국 노동자의 쿨리 햇

을 매치시켜 프랑스판 보그의 찬사를 받았다. 이와같이 1970년

대 Y.S. Laurent과 T. Kenzo에 의해 조명되었던 중국풍 의상

은 1996년에는 J.P. Gaultier에 의해 원시적이고 토속적인 감각의

치파오 드레스로 리바이벌되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들의 구매욕구가 늘어나고 이를 인지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중국 패션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

였고,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중국의 색채는 우주의 기본이 되는 불·금속·나무·땅·

물의 5가지 요소와 5방위와 관련되어 있다. 북쪽은 검정색, 남

쪽은 빨간색, 동쪽은 초록색, 서쪽은 흰색, 중 방위는 황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황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북부지역의 민족들은 짙은 청색

과 붉은색 코트 위에 밝은 그린 색 벨트를 묶었고, 남부지역의

소수민족은 검정색을 선호하여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동

족 여성들은 흰색과 붉은색을 선호하여 머리에 흰색 터번을 감

고 흰색 양말과 붉은 샌들을 신었다(이순홍 외, 2002). 이와같

이 색상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행운·위엄·결혼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복식에 있어서도 붉은색의 선호가 두드

러져 현대 패션에서도 빨강은 중국풍의 디자인에 빈번하게 사

용되는 색채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는 용문과 십이장

문(十二章紋)을 중심으로 동물의 변화된 문양, 식물 문양, 기하

학적인 문양 등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양은 용·물고기·새·목단 꽃과

나비·기하학적인 문양이다. 용문(龍紋)은 당대(唐代)의복에 드

라마틱한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대표적 문양으로 현대 디자이너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3.3. 인도풍

인도 기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한대성 기후, 서북부는 사

막기후를 포함한 건조기후, 그리고 인도 국토의 대부분은 열대

성 기후를 나타내 매우 다양한 기후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종·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이 지극히 복잡하고 의복 역

시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의상인 도티(dhoti)와 사리(sari)는 재단

이나 재봉을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그대로 둘러 입는 전형

적인 권의(drapery)형 의상이며, 무굴제국시대 이슬람교도에 의

해 받아들여진 페르시아풍의 화려한 코트와 좁은 바지·터번

등과 함께 현재 인도 의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황춘섭,

1994). 그중에서도 사리는 정의(淨衣)라 하여 힌두교 여인이 착

용했던 것으로 기초의상인 초리(choli)와 스커트(petticoat)를 입

은 후 착용하는데, 착장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내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 주는 전통복식으로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현대패션에서는 인도의 전통 사리나 도티의 복잡한 착장방

식을 간소화시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속적인 것을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방식에 맞도

록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리 두르는 방식을 단순

화시켜 활동성을 높여 준 의상에, 조리형 샌들을 신은 작품에

서 인도의 전통복식과 일본풍이 절충된 동양적 취향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신축성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되도록

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배꼽티라고 불리며 유행되고 있

는 스타일도 초리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 의상에서 바지 형태인 샤르와르(shalwar)와 쥬

르다르(chudidar)는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스타일로

현대 복식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을 표현하는데 나타나고 있다.

인도 남성들의 머리장식이었던 터번 또한 현대 패션에서는 여

성의 머리장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

각적으로 장식효과가 커서 동양적인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T. Kenzo는 1978 S/S에서는 인도의 네루 모자와 간

디의 안경, 허리부터 무릎까지 넓지만 종아리부터 타이트하게

붙는 팬츠인 쥬디다르(chudidar)와 두건 등으로 파격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디자인을 발표하였다(samsungdesign.net, 2003). 또한

Kenzo는 1978년의 네루 룩 이후 다른 이국풍과 인도풍을 섞어

환상적인 분위기의 의상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에 나타난 인도풍은 사리(sari)와 초리(choli)의 에로

틱한 재현, 터번,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방의 문양으로 1980년

Etro가 도입한 페이즐리 문양, 민속적인 감각을 표현한 장식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J.P. Gautier는 1994년 S/S 컬렉션에서

인도풍의 장신구에 중국 한자를 넣은 티셔츠, 이집트의 로인 클

로스를 연상하는 스커트로 여러 문화를 절충하고 다양한 소재

의 혼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하위 문화적인 요소, 소수민족

에게서 차용해온 요소,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구 중심적

인 요소를 해체시켰다.

인도는 면직물의 세계적인 산지로 특히 사라사는 주로 인물·

조수·화훼 또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면직물에 그린 것으로 영

어로는 친즈(chintz)라고 하며, 17~18세기에는 동인도회사를 통

해서 서방으로 전파된 이후 프린트 직물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

였다. 북인도 캐시미르 지방에서 생산되는 고급 모직물인 캐시

미어에는 페이즐리 문양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것은 에스닉 경

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패턴으로 현대 패션에서는 에트로(Etro)

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3.4. 중동풍

중동지방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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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한다. 중동지방에서의 여성복식은 전

신을 감싸는 형태를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열대성

건조기후의 직사광선, 모래, 먼지, 바람을 막아 몸을 보호하고

겨울과 밤의 한기를 막는 한편, 이슬람 계율에 여성은 타인에

게 얼굴과 머리, 귀를 보이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명칭과 형

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란은 차도르(chaddor), 아

프가니스탄은 차드리(chadi), 아라비아는 부르가(bruga), 이라크

는 아바(abah) 등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란의 샬와르

(shalwar), 터키의 샬와(shalwar), 또는 할렘 팬츠(harem pants)

라는 바지와 페르시아 남성들이 쓰는 터번이 현대복식에 특징

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프탄의 근원지인 터키의 대표적

인 전통복식은 할렘스타일로 이슬람의 색조가 강한 샬와 또는

할렘 팬츠라는 하의에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이슬람 문화권이

나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바지에는 금사

와 가는 코드, 스팽글로 자수가 놓여 있으며, 허리에는 새쉬

(sash) 밸트를 두른다(윤희정, 1993). 문양으로서는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문양이 있다.

3.5. 아프리카풍 

아프리카는 대체로 광대하고 혹독한 더위의 사막, 야생동물

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바나, 낮에도 어둠을 벗어나

지 못하는 고온다습한 정글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유럽대륙과 맞닿아

있어 일찍부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를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

슬람과 유럽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며 복식 또한 머리로

부터 전신을 감싸는 이슬람 문화권 복식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

는 이 지역의 강한 태양이나 모래바람으로부터 모발과 피부를

보호해 주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박은주·은영자,

1999). 아프리카풍이 서양패션에 나타난 것은 1967년 Y.S.

Laurent이 구슬로 장식한 아프리칸 드레스를 기점으로 민속적

이며 토속적인 복식이 오뜨 꾸뛰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968년 미국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아프리카풍이 나타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20세기 현대패션에서 두드러

지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들이 산업발달에 따

른 기계화와 도시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연회귀현상인 인간본

연의 향수라고 할 수 있으며, 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의

동경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작품 이미지는 아프리카 원주

민들을 연상케 하는 토속적인 것으로 드레이퍼리 형태·노출

형태이며, 색상은 주로 자연색인 황갈색이 주된 색상이며, 장식

으로 가면·금속·상아·매듭·술·커다란 장신구·깃털 등

을 이용하고 있다.

고대이집트의 복식과 장신구의 독특함은 디자인발상의 아이

디어를 제공해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소재이므로, 현대복

식에서는 고대이집트의 복식과 장신구자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직선적인 실루엣

과 칼라시리즈의 부드러운 주름의 효과, 인체에 밀착되었던 쉬

스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집트의 상징적인 목 장식품인 파시움(passium)목걸이나, 뱀의 형

상을 응용한 팔찌, 가발이나 왕관을 연상시키는 두식용 장신구

등이 이집트의 이미지를 현대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굵은 아

이 라인으로 눈을 강조한 독특한 이집트의 눈화장은 현대에도

눈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전적인 신비스러움과 함

께 현대적인 모던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 2000~2005년 현대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패션의 특성 분석

4장에서는 3장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룩의 경향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2000~2005년 사이 현대 패션디자이너 작

품에 나타난 나라별 에스닉 경향과 에스닉 이미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나라별 에스닉 경향을 분석 한 것이 Table 1에 제시

되었다.

4.1. 에스닉 경향분석

Table 1에서 나타나 있듯이 에스닉 경향을 나타낸 여러 디자

이너가 있으나 에스닉 경향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Christian

Dior의 J. Galliano와 J.P. Gaultier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일본풍 : 20세기 말에 J.P. Gaultier가 서구 패션계에 일본

에스닉을 정착시키는데 공헌을 했다면, 21세기 초에는 Christian

Dior의 J. Galliano가 일본 에스닉에 다양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J. Galliano의 일본 에스닉은 일본기모노의 비구조적

인 형태응용, 일본게이샤의 수동성과 에로티시즘을 바탕으로

Fig. 1처럼 일본꽃무늬와 패치워크, 몽골족의 화려한 칼라, 인

디언 술장식으로 레이어드, 팝(pop)적인 요소, 키치·정크요소

도 결부시켜 다양한 소재, 나라, 시대, 예술양식을 꼴라쥬시킨

기상천외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2002-2003 A/W에서는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오비를 모자로 변형시키고 일본의 꽃

무늬를 수놓은 치마말기와 같은 가슴 장식 밑에 종이접기방식

으로 주름을 잡은 스커트에 프릴 장식한 오프 숄더 원피스, 그

리고 희게 화장한 얼굴에 중국 당나라 시대의 꽃잎같은 작은

붉은 입술로 다민족 에스닉을 묘사하였다.

2003S/S 오뜨 뀌뜨르 컬렉션에서는 서양과 일본을 절충한 쇼

무대로 J. Galliano가 2002년도 북경, 상해, 동경, 경도, 대판을

방문했던 추억을 토대로 중국·일본 전통예술에 몰입하여 중

국 본토로부터 곡예단(上海雜技團)과 태극권단(太極券團)을 초

빙하여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중국전통 연극(京劇)과 일본 기

녀를 연상시키는 흰 화장을 한 모델들이 Fig. 3처럼 중후한 기

모노를 가는 몸에 두르고 등장하였고, 화려한 실크에 수국과 용

무늬 핸드페인트, 작은무늬(小紋)와 서양식 장미문양을 자카드

직·금란수자직으로 짜서 깃털 장식으로 선을 둘러 호화찬란

하게 일본 에스닉을 표현하였다. 에도시대 격자무늬 드레스를

입은 모델은 가부끼 배우처럼 에로틱한 몸짓을 나타내었고, 러

플이 흔들리는 드레스에 보닛을 쓴 서양귀부인의 모습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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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금을 초월한 모습을 연출해 내었다. Fig. 4는 일본남자 정

장에 쓰는 모자를 현대식으로 재조명, 기모노의 구조와 프릴과

의 조합, 일본적인 색채, 소재, 무늬, 꽃잎같은 입술, 화장 등을

양복과 조합시켜 과장된 실루엣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에스닉

에 타 민족의 에스닉 요소를 차용하여 현란함을 표현하였다. 

이후 J. Galliano의 일본 에스닉적인 요소는 점차 감소되어

기모노의 구조, 무늬, 소재 등이 장식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2003~2004 A/W에서는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Table 1. 2000~2005년 에스닉 경향분석

분류
조형요소

디자이너
의복형태 직물·문양

일본풍

전통적인 전개형: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을 살림

비구조적 의복형태, 레이어드

오비응용, 오비형 벨트

전통종이접기(기리카미기법): 의복에 도입 

종이(和紙)드레스

무사갑옷, 남자바지응용

일본, 중국, 미국 민속적인 요소 조합

중세유럽기사+일본室町시대+ op art

시공을 초월한 드레스

가죽오비 뷔스티에+할렘팬츠

기모노 히피스타일

미래감각의 메탈릭 레저

전통복식에서의 색채배합 

당초문+일본 문장

벚꽃, 등나무, 국화, 산수화, 학, 수묵화 일본紋章

繪기법: 그린 우치카케

일장기 모티브드레스

펑크, 키치, 팝, 일본무늬접목

일본 고대성의 모습

일본 특유의 색감+중남미 강렬한 색감

가부끼 배우 모티브 

흰화장(저페니즈 메이크 업)

작은 붉은 입술

일본 조리풍 구두, 머리장식, 부채

J. Galliano 

J.P. Gaultier

Hanae Mori

Etro, Yumi katsura

Scherrer, Ungaro 

Leonard

Seredin & Vasiliev

Alexander Mcqueen

Kenzo 

Yoki Dorii Blumarine

Junko Shimada

중국풍

전개형, 레이어드

전통복식의 세부장식응용

매듭단추, 선장식

청조시대 관리이미지

황제복식응용

소수민족 복식요소 적용: 긴 소매, 긴 부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추구

꾸리형 모자, 변발

치파우+일본기녀머리형조합

도자기같은 예술품에서 아이디어 얻음

샨퉁 실크, 광택있는 새틴, 면, 브로케이드 사용 

중국 상징하는 붉은색사용

황색; 황제의 부귀 상징

용, 대나무로 중국 상징

목단, 봉황을 수놓아 화려함 강조(화려한 자수장식)

중국소수민족(몽골족)의 화려한 색채

인디언 술장식 조합

유목민의 멀티칼라

귀면상

중국영향의 로코코스타일+아라베스크무늬

J. Galliano

J.P. Gaultier

Yves Saint Laurent

Ungaro, Valentino 

Pierre Balmain 

Leonard 

Alexander Mcqueen

Moschino, Chanel

Blumarine

Kenzo, Prada, Carven

인도풍

드레이퍼리형

전통복식의 복잡한 착장법을 단순화

서구복식형태+전통복식형

인도터번+ pop 무늬접목

초리응용: 젊은이의 복식인 배꼽티로 정착

샤르와르 응용 

인도장신구+일본문양이 들어간 기모노 재킷접목

터번응용

시스루 소재사용

페이즐리 문양; 현대직물의 중요 모티브로 응용

미러워크 같은 전통자수기법 도입

고급스러움과 여성스러움 표현

금화체인

코걸이 장신구

전통적인 화려하고 풍부한 색감

부처얼굴 프린트

J.P. Gaultier

Valentino 

Seredin & Vasiliev

Alexander Mcqueen

Blumarine, Galliano

Celine 

아프리카풍

신체노출, 비구조적 형태

사바나 야생동물 이미지화

사파리풍

마사이족 바디 페인팅

아프로 헤어, 콘 로우드 헤어

아프리칸 가면, 깃털장식

시스루 소재, 천연소재 사용

마사이족민족의상(스트라이프 무늬) 

아프리칸 프린트

기하학적이고 원색적인 전통문양+메탈 칼라

신소재조합 

아프리카종족 문양, 표범무늬

아프리칸 보터니컬 무늬 조합

갈색피부화장
earth collar

마사이족 비비드 칼라

장신구, 패각장식

토속적인장신구+현대복식과 절충

멀티칼라 비즈

J. Galliano

J.P. Gaultier

Yves Saint Laurent

Christian Lacroix

Ungaro, Lagerfeld

Valentino, Scherrer

Chloe, Etro

Seredin & Vasiliev

이집트풍

착의형, 드레이퍼리형

피라미드를 응용한 드레스

고대이집트 신 모습 응용

투탕카문왕 장신구

고대이집트문화의 독특한 장신구와 이미지 응용

시스루 소재사용

파피루스, 로터스 문양응용

고대이집트 문양응용

J. Galliano

Sch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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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와 스페인 플라멩코드레스, 키치풍의 모자, 그리고 20년

대 플래퍼 스타일을 결부시키면서 제3국의 에스닉 요소와 예

술양식을 절충하여 표현하였다. 2004~2005 A/W 프레타 포르

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시공을 초월한 드레스

로 일본무늬, 정크, 키치, 팝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나타내고 있

다. 낯선 이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등에 짊어진 트

렁크, 허리에 Galliano도장이 찍힌 가방, Galliano 신문을 몸에

두르고, Fig. 6처럼 코카콜라·환타 빈 깡통으로 만든 캡, 여러

가지 형으로 만든 실버머리장식, 크리놀린 드레스, 등 현란한

색채와 모피, 레저, 쉬폰, 리치한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기술

과 스타일로 다국적 에스닉 모드를 나타내었다.

중국풍 :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의 특징적인 형태인 타이트

한 실루엣과 차이니즈 칼라,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흐르는

트임과 매듭단추, 스커트의 섹시한 슬릿 등은 매 컬렉션마다 빠

지지 않고 등장하는 디자인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2001~

2002AW 오뜨 꾸뛰르 컬렉션에서 J.P. Gaultier는 “時空을 초월

한 아시아로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중국황제가 있었던 紫禁城

을 중심으로 북경, 상해, 영국령시대의 홍콩과 싱가폴, 대만, 만

주, 몽고까지 꿈의 무대를 한없이 펼쳤다. 묘사된 등장인물은

절세미인 양귀비, 未曾有의 악녀 서태후, 트란도트의 경극, 영

Continued.

분류
조형요소

디자이너
의복형태 직물·문양

중동풍

관두형, 전개형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 형태를 응용

하렘팬츠, 튜닉, 카프탄, 샬와형바지

아랍을 오마쥬시킴

아라베스크+16세기 스페인 양식

아라비안나이트이미지+19세기+이슬람 문화의 화

려함 접목

오스만터키 아라베스크+일본화장

아라베스크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J. Galliano

Scherrer

Christian Lacroix

Ungaro

스페인풍

착의형, 레이어드

플라멩코 드레스응용

마타도르(투우사) 복장응용

레이어드, 플라운스, 러플

플라멩코드레스+20년대 프래퍼+기모노 깃

만틸라 응용

스페인을 상징하는 붉은색, 검정색 점무늬 

일본꽃무늬+ 스페인적인 요소

J. Galliano

J.P. Gaultier

Pierre Balmain

Alexander Mcqueen

Valentino 

남미풍

중남미 민속복을 기초로 다양화시킴

중남미제국+아프리카적인 요소

아마존을 이미지화시킴

마야 잉카문명

마야족 기하학적인 문양

새 날개장식

곤충 겉껍질 색깔

J. Galliano

Pierre Balmain

Etro

서부카우보이풍

(북미인디언)

서부카우보이+키치+팝+인디언 장식접목

웨스턴 부츠, 모자

천연가죽

프린지장식

J. Galliano

J.P. Gaultier

Alexander Mcqueen

Ungaro

    

Fig. 1. 다국적 에스닉(Mode et

Mode 316, p.65).

Fig. 2. 일본 에스닉(Mode et

Mode319, p.25)

Fig. 3. 일본 에스닉(Mode et

Mode322, p.39).

Fig. 4. 일본 에스닉(Mode et Mode

322,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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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In the mood for love(花樣年華)’의 여주인공에 이르기까

지를 다양한 복식형태로 표현하였다. 즉, 중국 관리의 만다린

칼라가 달린 다양한 튜닉에 하이웨이스트 팬츠, 중국 청나라 때

남자 변발형으로 옆머리 남기고 뒷머리를 길게 땋아 늘인 헤어

스타일(Fig. 7b), 양귀비풍으로 버들잎 같이 가느다랗게 그린 눈

썹(柳眉)과 차이나 칼라 목걸이(Fig. 7a), 붉은색바탕의 꽃무늬

가 있는 high neck 블라우스이다. Fig. 8은 슬릿이 깊게 들어

간 드레스에 중국을 상징하는 문양과 붉은 색채, 전족을 연상

케 하는 굽 높은 구두로 중국 역사상의 인물과 복식과를 결부

시켜 중국풍 에스닉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2004~2005 A/W 오뜨 꾸뛰르에서는 무릎까지 오는 부츠에

같은 소재로 만든 샌들을 조합시킨 용무늬 부츠와 중국의 영향

을 받은 로코코풍의 꽃무늬를 수놓은 부츠, 웨스턴스타일의 펠

트모에 아프리칸 색조의 깃털장식에서 중국, 북미, 아프리카 민

속풍이 결부된 다국적 에스닉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이 J.P.

Gaultier작품에서 에스닉 경향은 하위 문화적인 요소, 소수민족

에게서 차용해온 요소,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구 중심적

인 요소를 해체시키고 있다. J. Galliano는 2002S/S컬렉션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아랍 등의 문화가 교차되어 하나가 된 형

태로 나타내었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소수 민족의

전통 복식처럼 긴소매가 달린 재킷에 포클로어, 기하학적 문양,

동양의 꽃문양 등 다양한 무늬를 최고급 소재위에 수놓았고, 패

치워크, 중국 전통복식에서 볼 수 있는 앞이 올라간 구두, 중

국곡예사, 일본 조리와 부채, 일본 북(太敲)연주와 가면, 피에로,

스페인 플라멩코 드레스로 여러나라의 에스닉적인 요소들이 교

차되어 혼합되어 다국적 에스닉을 나타내었다. 화장도 팝 분위

기의 화장을 하여 다민족 에스닉 경향과 팝 적인 요소를 결부

시켜 디자인의 무한성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이 21세기 초 중국

에스닉 경향의 특징은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의 여성적인 실

루엣과 디테일을 응용한 것, 중국 에스닉에 일본, 북미, 아프리

카이미지를 결부시킨 작품, 또는 팝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

를 차용해서 혼용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도풍 : J. Galliano는 2003S/S 프레타 포르테에서 인도 에

스닉으로 비약하였다. Galliano의 인도 에스닉은 인도부처 얼굴

이 프린트된 기모노형 재킷,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아미

재킷(army jacket)위에 공작 깃털로 자수를 놓아 장식한 사리에

얼굴에 늘어진 금화체인이 장식된 작품에서 인도 에스닉을 표

현하였다. 또한 금·은 mole로 선장식된 커다란 후드로 페인

트칠한 얼굴을 덮고, 마이크로 미니 프릴 티어드 스커트와 중

국이미지의 꾸리형 모자에서 다국적 에스닉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 J.P. Gaultier는 2002S/S에서 인도의 부드러운 면소재로

된 도티형 바지를 인도향신료 색인 황금색으로 염색하였고, 히

피풍의 머리에 인도의 붉은 점을 찍어 인도 에스닉을 표현하였

다. 이와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도풍의 특징은 사리·도티

등 전통 복식의 복잡한 착장 방법을 단순화시키거나, 인도 전

통장신구와 서구복식 형태와의 절충, 인도와 다른 동양권 전통

복식 간의 절충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동풍 : 중동풍은 아라비안나이트를 연상케 하는데 이러한

아라비안 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하렘 스타일이다. 이 하렘스

타일은 이슬람 문화권이나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Fig. 11처럼 바지부리를 오므린 풍성한 바지

로 샬와 또는 하렘팬츠라 하며 블라우스와 함께 착용한다. 대

부분의 중동풍 전통복식은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는

직조기술과 자수를 통해 그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문양으로서

는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문양

이 있다. 21세기 초 컬렉션에서 서남아시아 에스닉은 중동사태

와 관련하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크게 2가지 경향으

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슬람권 여인들의 전통적인 쓰개인 차

도르와 같이 전신을 덮는 의복구조를 형성한 것과 밑을 오므린

풍성한 바지이며, 또하나는 이슬람권의 전통적인 문양인 아라베

스크문양을 복식이나 무대의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J. Galliano의 2004~2005A/W는 유럽의 전통적인 무도회를

    

Fig. 5. 에스닉 키치(Mode et

Mode 324, p.57).

Fig. 6. 팝에스닉(Collection 8,

p.132).

Fig. 7. 중국 헤어스타일(Mode et   

Mode316, p.18, 23). 

Fig. 8. 중국 에스닉(Mode et

Mode 316,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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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시키는 컬렉션으로 역사와 전통과의 만남을 나타내었다.

18~19세기의 퀸 엘리자베스, 앙뜨와네트, 합스브르크가와 인연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무희처럼 흰 화장을 하고 루비, 사파

이어, 에메랄드로 장식한 옷감에 금은사와 크리스탈로 자수, 머

리에는 티아라 관으로 장식, 오스만터키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쌍두 독수리로 서양의 실루엣에 중동의 문양을 절충하였다.

Fig. 12에 나타나 있듯이 허리를 가늘게 한 것에서 50년대 디

올의 뉴룩시대를 방불케 하였고, 허리부터 무릎까지를 조이고

무릎 밑에서 부채모양으로 펼쳐진 단에는 아라베스크문양이나,

담비털, 타조털로 장식하여 다시 한번 에스닉을 현대 패션에 접

목시킨 대표적인 디자이너임을 과시하였다. 

아프리카풍 : 과학 문명의 급진적인 발달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게 된 현대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강렬한 원시

적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직물, 문양, 장식 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현대패션

에서의 아프리카풍은 그 형태의 차용보다는 원시적인 색상과 독

특한 문양의 접목으로 이국적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주술적 의미를 내포한 다이아몬드,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

적 문양은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직물에 표현되고 메탈 컬

러의 신소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시성과 현대성의 접목 경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기술 테크노(techno)

가 에스닉과 접목된 것으로 에스노(ethno)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이집트의 복식과 장신구, 피라미드와 같은 유물 등은 현

대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

에 중부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의 독특한 색채와 줄무늬를 현대

복식에 에스닉적인 요소로 절충하기도 한다. J. Galliano는

2002~2003A/W에서 짙은 갈색 미니 드레스 위에 Fig. 13과

같이 공작의 날개를 편 것 같은 모자, 범과 같은 야생동물 무

늬에 깃털 장식된 모자, 피어싱, 스웨이드 브르종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비즈자수 장식으로 1960년대의 Y. S. Laurent의 아프

리칸 룩을 방불케하는 아프리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중동풍

의 턱가리개와 밑을 오므린 바지로 아프리칸 이미지에 중동풍

을 가미하였다. J. Galliano는 2003년도에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본 이집트 고대유적과 장신구, 파라오, 고대 이집트의 여러 신

들의 모습을 최첨단소재와 접목시켜 2004S/S컬렉션에서 재현

해 내어 디자인의 세계가 무한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즉

파라오, 투탄카문, 크레오파트라, 미이라, Fig. 14와 같은 자칼

머리를 한 신 야누피스, 신성풍뎅이 귀걸이, 트라이앵귤러 에이

프런, Fig. 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로터스 무늬가 수놓아진

크리놀린 드레스, 파피루스 무늬, Fig. 16에 보이는 것과 유사

하게 이집트 피라미드를 본뜬 삼각형 골드 플레이드(gold

plate), 무거운 가죽에 골드와 터키석 색으로 핸드 페인트, 레오

파드 무늬의 가운, 멋진 파스텔 칼라의 오간지 드레스, 칼라스

톤으로 장식된 신성풍뎅이, 폭넓은 목걸이, 투탄카문왕의 황금

마스크와 같은 고대이집트 모티브를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실

루엣은 1954년도에 Dior이 그리스여신의 모습을 보고 고안한

H라인을 채용하여 황금의 나라 고대 이집트 모티브를 첨단소

재와 기술로 접목시켜 다시 한번 J .Galliano의 천재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과거에도 여러번 엑조티즘을 테마로 다루었던 J.P. Gaultier의

2005S/S파리 오뜨 꾸뛰르의 테마는 ‘아프리카’로 Fig. 17에서 볼

수 있는 마사이족의 비비드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아프리칸 가면

을 릴리프로 묘사하거나, 아프리카 조각상, 가면을 앞면에 장식

한 뷔스티에 드레스, Fig. 18과 같이 흰색 뉴의 위에 투명한 쉬

폰으로 전신을 덮고 신체의 앞부분을 덮을 정도로 커다란 흰 아

프리카 가면으로 장식한 웨딩드레스,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커다

란 장신구, 머드를 상징하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전신에 칠하고

다크 브라운 드레스로 장식하여 아프리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경향은 앞서 언

급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외에 다양한 지역과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나라의 에스닉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한 것

    

Fig. 9. 다국적 에스닉(Mode 

et Mode318, p.47). 

Fig. 10. 인도 에스닉(Mode 

et Mode321, p.30).

Fig. 11.하렘스타일(Mode et 

Mode 310, p.67).

Fig. 12. 중동 에스닉(Mode et 

Mode328,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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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풍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극한 기후를 지닌 티벳 고원, 몽골 유목민, 고대 마

야·잉카문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가 에스닉 룩

으로 표현되고 있다. 

4.2. 에스닉 이미지분석

에스닉 이미지 경향을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에스닉에

대한 이미지분석은 아니지만, 에스닉의 주된 흐름은 오리엔탈

리즘이므로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인 이춘희·신상옥(2000)의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인 분석”과 임영

자·김선영(2000)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뉴 오리엔탈리즘에 관

한 연구”, 이영민·이연희(2005)의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

난 오리엔탈리즘”이 있는데, 이 세 논문을 바탕으로 에스닉 이

미지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춘희·신상옥(2000)의 기호학적 분석에서 복식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동방풍에 나타난 기의를 차별적 이미지, 신비적 이

미지, 자연적 이미지, 과거지향적 이미지, 복합지향적 이미지 5

가지로 분류하였다. 임영자·김선영(2000)은 현대패션에 표현

된 뉴 오리엔탈리즘 현상은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성격으로 이

질적 요소를 혼재시키는 절충주의적 요소, 과거와 전통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요소, 현대 산업사회의 탈피로서 자

연주의적 요소, 미래대안 제시의 성격을 띄운 미래적인 요소인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영민·이연희(2005)는 앞서 논의한 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총체적 이미지를 절

충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신비적 이미지 4

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논문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스닉 이미지를 절충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신비적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절충적 이미지 : 서구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화와 절충

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는 에

스닉은 제3국의 복식양상을 현대복식에 차용함으로써 하나의

절충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충적 이미지는 소외된 지역

의 본질을 담고 있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과 역사, 문

화와 관련된 표현들을 차용하여 혼합시키거나 조화시키는 방법

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향은 에스닉 패션

에 있어서 무경계적인 절충주의로 나타나 서양에 의해 하위문

화 취급을 받아오던 동양과 아프리카의 장식요소들은 서구의

패션리더들에 의해 새로운 미로 절충되어 채택됨에 따라 그 지

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를

복제해 새로운 미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끼

리의 복합적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전통적·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는 절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

다. Fig. 19는 일본문장, 꽃무늬, 몽골족의 화려한 칼라, 인디언

술장식, 팝적인 요소, 키치·정크요소도 결부시켜 다양한 소재,

나라, 시대, 예술양식과 같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스타일·

표현기법·소재 등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단일국적이 아닌

여러나라가 혼재된 다양하고 복잡한 디자인 현상으로 21세기

에는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다

국적 에스닉은 절충적인 이미지를 선택함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기도 하나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네트워

크 망으로 축약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탈장르화 현상으로써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이미지 :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스닉은 전통복식의 이

미지 차용과 변용에 따른 역사적·복고성을 갖는다. 이것은 전

통품목의 모티브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하는 역사성으로의 회귀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의 답습

이나 모방이 아닌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적인 방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하는 일종의 패스

티쉬이다(임영자·김선영, 2000). 과거 서구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된 현대복식의 전통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우월한 서구와

열등한 제3세계라는 서구중심적 사고에 입각하여 형성된 차별

적 이분법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명화된 민족

    

Fig. 13. 깃털모자(Mode et

Mode  320, p.45, 43). 

Fig. 14. 이집트 에스닉(Mode et

Mode326, p.28).

Fig. 15. 이집트 이미지(Mode et 

Mode326, p.35).

Fig. 16. 이집트 에스닉(Mode et

Mode326,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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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미의 기준조차 또 다른 문화와

가치로서 서구 패션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패션의 모티브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패

션은 더이상 서구백인중심의 문명화된 제1세계만의 것이 아닌,

범인류적이고 범민족적인 것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Fig. 20은 J.Gallino의 2002S/S에 발표된 작품

으로 조리를 신고 일본전통문양과 부채에 서양적인 body fit 실

루엣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화하였다. Alexander

Mcqueen은 Fig. 21에서처럼 일본꽃무늬를 옵아트 처리한 기모

노재킷에 팬츠에도 옵티컬 무늬를 넣어 옵아트와 일본 에스닉

을 접목시킨 작품을 발표하였다.

자연적 이미지 : 현대에 들어와 지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와 생태환경의 보존이라는 생태학적 관심의 고조로 인한 자연

주의적 경향은 현대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동경은 바로 현대인들의 생존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며, 물질문명에 구속된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려

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경향은 패션계에서는 에콜로지

경향으로 나타나 Fig. 22에서처럼 천연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에

서 아프리카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지며, 색상도 자연

에서 얻어지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융합된 자연적이고 토착적인 표현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전통복식과 장신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동식물들을 통하여 그 동식물들의

힘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동물의 뿔, 털, 이빨, 식물뿌리, 나뭇

잎 등을 장신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임영자·김선영, 2000).

이와같이 에스닉에서 자연적 이미지는 색채·소재·문양·실

루엣 등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포스트모던적인 절충 양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비적 이미지 : 신비적 이미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의해

권력과 성에 관한 은유를 통해 동양은 서양의 지배를 기다리는

존재로 해석하고 복식에 있어 몸의 지나친 노출과 과장된 색조

사용 등으로 동양을 관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이영민·이연

    

Fig. 17. 아프리카 이미지(Mode

et Mode330, p.43).

Fig. 18. 아프리카 에스닉(Mode et

Mode330, p.45).

Fig. 19. 절충적 이미지(Mode et

Mode318,p.48).

Fig. 20. 전통적 이미지(Mode et

Mode318, p.50).

    

    

Fig. 21. 전통적 이미지(Mode 

et Mode323).

Fig. 22. 자연적 이미지(Mode et Mode

312, p.74).

Fig. 23. 신비적 이미지(Mode 

et Mode322, p.110).

Fig. 24. 신비적이미지(Mode et

Mode326,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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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5). 즉, 화려한 꽃문양 자수는 이국취향을 대표하며, 서

양인이 동양여성에 대해 품고 있는 섹시함과 관능미는 인체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노출로 표현되거나, 시스루 룩, 바디 컨셔

스 실루엣으로 신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000년에 이르

러 세기말과 세기 초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미래 대안적인

패션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패션에서의 에스닉 역시 미래적

이고 미니멀한 트랜드와 같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복합 절충적

으로 표현되고 있다.

Scherrer의 Stephane Rolland은 Fig. 23처럼 터번을 두른 모

델, 얼굴과 목을 니캅(niqab; 눈을 제외한 얼굴전체를 가리는

형태)으로 덮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들어간 시스루 스팽글 드레

스로 에스닉과 첨단소재와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또한 발표회

장을 모노톤의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간직한

아랍을 오마쥬시켰다. 2005 S/S 컬렉션에서 아라비아의 아바야

처럼 전신을 덮는 투명한 갈색 웨딩드레스 안에 손목, 목, 옆

부분에 터키색의 아라베스크무늬가 장식된 드레스를 입어 아라

비아의 신비스러움을 표현하였다. Fig. 24는 시스루소재에 스커

트는 일본오비와 오비지메 형태를 본뜬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에

모피장식 된 코트를 걸쳐 동양적 이미지를 표출하지만, 인체 곡

선을 그대로 내보여 원시자연의 분위기와 미니멀리즘이 매력적

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5. 결 론 

에스닉 패션의 발생배경, 현대패션에 표출된 에스닉 경향,

2000~2005년 현대패션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닉 패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의 발생배경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동

서양의 하이브리드(hybrid), 에콜로지(ecology)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룩의 경향을 아시아와 아프

리카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구인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직선

재단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겹쳐입기의 착장법 등을 서구 패션

에 등장시킨 이후, 1990년대에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미를

살리는 보다 단순한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화되어

정착되면서 세계에 일본풍을 확고히 심어 놓았다. 1970년대 Y.

S. Laurent과 T. Kenzo에 의해 조명되었던 중국풍 의상은

1996년에는 J.P. Gaultier에 의해 원시적이고 토속적인 감각의

치파오 드레스로 리바이벌되었다. 현대 패션에서 중국적 분위

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치파오 이외에 인민복을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들

의 구매욕구가 늘어나고 이를 인지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중국

패션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영

감을 얻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현대패션에서는 인도의 전통 사리나 도티의 복잡한 착장방

식을 간소화시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속적인 것을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방식에 맞도

록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J.P. Gautier는 1994년 S/S

컬렉션에서 인도풍의 장신구, 중국 한자, 이집트의 로인 클로스

등 여러 문화를 절충한 작품을 발표하여 하위 문화적인 요소,

소수민족에게서 차용해온 요소,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

구 중심적인 요소를 해체시켰다. 카프탄의 근원지인 터키의 대

표적인 전통복식은 할렘스타일로 이슬람의 색조가 강한 샬와

또는 할렘 팬츠라는 하의에 블라우스를 착용하며, 문양으로서

는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문양

을 사용하였다. 아프리카풍이 서양패션에 나타난 것은 1967년

Y.S. Laurent이 구슬로 장식한 아프리칸 드레스를 기점으로 민

속적이며 토속적인 복식이 오뜨 꾸뛰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

고, 20세기 현대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현대인들이 산업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화에서 벗어나

고 싶은 자연회귀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를 동경하여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2000~2005년 현대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표현된 에스

닉 경향 분석을 Christian Dior의 J. Galliano와 J.P. Gaultier

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와 에스닉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20세기 말에 J.P. Gaultier가 서구 패션계에 일본

에스닉을 정착시키는데 공헌을 했다면, 21세기 초에는 Christian

Dior의 J. Galliano는 일본 에스닉에 다양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J. Galliano는 일본기모노의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활

용, 기모노의 비구조적인 형태응용, 기모노의 오비를 벨트처럼

활용, 일본게이샤의 수동성과 에로티시즘을 바탕으로 일본꽃무

늬와 패치워크, 몽골족의 화려한 칼라, 인디언 술장식, 옷을 겹

쳐 입는 레이어링을 통하여 단정하게 차려 입는 서구 복식과

비교되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일본 에스닉을 제시했다.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일본무늬에 아시아지역과 제3국의 에스닉적인

요소, 정크, 키치, 팝과 같은 예술양식을 결부시켜 다양한 소재,

나라, 시대, 예술양식을 절충한 기상천외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21세기 초 중국 에스닉 경향의 특징은 중국 전통복식인 치

파오의 여성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을 응용한 것, 중국 에스닉에

일본, 북미, 아프리카이미지를 결부시킨 작품, 또는 팝적인 요

소와 역사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혼용시킨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2001~2002AW 오뜨 꾸뛰르 컬렉션에서 J.P. Gaultier는

“시공을 초월한 아시아로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중국황제가 있

었던 자금성을 중심으로 중국 역사상의 인물과 복식과를 결부

시켜 중국풍 에스닉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J. Galliano와 J.P.

Gaultier 작품에 나타난 인도풍의 특징은 사리·도티 등 전통

복식의 복잡한 착장 방법을 단순화시키거나, 인도 전통장신구

와 서구복식 형태와의 절충, 인도와 다른 동양권 전통복식 간

의 절충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21세기 초 컬렉션에서 중동

풍 경향은 이슬람권 여인들의 전통적인 쓰개인 차도르와 같이

전신을 덮는 의복구조를 형성한 것과 밑을 오므린 풍성한 바지

인 하렘스타일이며, 또 하나는 이슬람권의 전통적인 문양인 아

라베스크문양을 복식이나 무대의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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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다. J. Galliano는

2004~2005A/W에서 아라베스크 문양과 쌍두 독수리로 서양의

실루엣에 중동의 문양을 절충하였다. 아프리카 이미지는 화려

한 색상의 직물과 신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시성과 현대

과학을 접목시켜, 과학기술 테크노가 에스닉과 접목된 에스노

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J. Galliano는 2004S/S컬렉션에서 황금의 나라 고대 이집트 모

티브를 첨단소재와 기술로 접목시켜 디자인의 세계가 무한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과거에도 여러번 엑조티즘을 테마로 다루

었던 J.P. Gaultier는 2005S/S에서 마사이족의 비비드한 색채사

용, 아프리칸 가면이용,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커다란 장신구, 다

크 브라운 컬러로 장식하여 아프리칸 에스닉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 말에 이어 21세기 초에 눈에 띄는 에스닉 패션 경

향은 과학과 다른 스타일과의 혼성뿐만 아니라 다국적 에스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공간개념의 확대는

역사적으로 체계화·관습화·정형화된 틀을 파괴함으로써 새로

움을 창조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스닉 이미지는 포스트모던의 문화적 성

격으로 이질적 요소를 혼재시키는 절충적 이미지, 과거와 전통

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전통적 이미지, 현대 산업사회의 탈피

로서 자연적 이미지, 동양의 에스닉적인 요소를 변용시켜 시-

스루 룩, 바디 컨셔스 실루엣으로 신비한 이미지를 표현한 신

비적 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3년도 안동대학교 특별학술연구지

원비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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