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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at enabled Armany to grow into a world fashion designer is based on two factors : postmodernism of the
new spirit of the times and the fashion industry of Italy, his mother country. That is, his capability to connect the spirit
of the times with his works and use local advantage for his works led him to be a maestro of fashion circles. Founding
on his outstanding ability, he established his own world of unique design, where his philosophy of design remained. This
philosophy was a distinctive character from other designers. Since he was founded on this philosophy, his own features
that other designers can’t imitate are dissolved in his designs. Armany is very suggestive to our design circles which look
for globalization of fashion. A fashion designer should look straight at the fact that the final aim of fashion is to satisfy cus-
tomers who buy it. In addition, he should recognize that understanding customers’ demands and developing products with
his fashion style in accordance with them are the way to success and study new things continually by setting up the direc-
tion of the future based on the recognition. It is essential to cultivate sensitivity to create a new beauty from a basis just
like Armany expresses modern women's image by harmonizing rationality and functionality, the existing male features,
with female pliability adequately. As well, the analyses of design made by Armany are thought to be helpful in rees-
tablishing fashion design education so that unique design styles may be maintained and future-oriented international fash-
ion products may be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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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패션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패션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패션디자이너 및 브랜드들도 이제 세계적 브랜드와 경쟁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패션

의 세계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국내 패션디자인은 전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존

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통성을 유지하되 기능적인 유럽패션의

미감을 적절히 수용하는 디자인 개발(공미선·채금석, 2004)로

각 연령과 다양한 고객의 기호에 맞도록 브랜드를 다양화·토

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그 중

에서도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

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디자이너이다. 조르지오 아르

마니는 남성적인 매니쉬한 스타일과 여성적인 페미닌한 스타일

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또 전통성의 바탕위에 세계화를 추구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패션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디자이너이

기도 하다. 따라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분

석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고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르

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

과 이탈리아의 패션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철학, 이미지 및 미적특성, 디자인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의 작품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여성복디자인이 시대

적인 요구에 따라 매니쉬에서 페미닌한 스타일로 전환되는 과

정인 2001년 S/S 컬렉션부터 최근의 2006년 S/S컬렉션까지의

5년으로 제한하였다. 분석방법은 2001년부터 2006년 S/S까지의

시기를 2001~2002년, 2003~2004년, 2005~2006년 S/S의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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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하여 패션디자인의 요소인 실루엣·색·소재·무

늬·장식디테일의 5가지 항목에서 매니쉬와 페미닌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아르마니의 Gap collezioni에 게재된

조르지오 아르마니 브랜드의 150여 작품과 엠포리오 아르마니

의 100여개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추

구하고 표현해 온 작품세계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또 그

작품 속에 나타난 미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국

내외 패션관련 연구(전혜정, 1996; 손보경, 1996; 전수경,

2001)에 제시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컬렉션 및 신문, 각종 패

션잡지와 사진첩,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등의 시각자료 또는

매장에 전시된 작품도 참고하였으며 디자인 사례를 사진과 함

께 제시하였다.

2.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인의 형성 배경

2.1. 시대 사조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상

당히 많이 받았다.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조르지

오 아르마니가 디자이너로 주목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1980년대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의 모더니즘이

형식과 기준을 중시하여 국제화, 획일화, 단순화, 기계화, 몰역

사성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던 데 반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원화, 복합화, 절충화를 표방하였다. 예술분야에서 포스트 모더

니즘은 모던 양식을 바탕으로 바로크, 아르누보, 1950년대 모

드 등의 특징을 흡수하면서 현대의 새로운 모드를 만들어내려

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역사성 도입, 토

착적이며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 복합적 상징성과 전문성의 부

각과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을 초월하여 과

거의 유행을 현대에 새롭게 접목시켜 재창조하려는 경향을 특

징으로 한다. 동·서양 양식의 절충과 전통적 품목의 이미지

변화, 남성복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시킴에 따른 이미지 변화,

수공예 기법과 현대 감각의 절충, 아르데코 감각의 부활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이선재, 1998). 서로 다른시대, 문화의 양

식과 이미지가 다양하게 혼합되면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과 전위적인 패션경향이 나타났다.

패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특히 크게 미친 분야는

여성복이었다. 1980년대 초 여성복스타일은 여성 해방의 의미

와 함께 남성과 동등하다는 상징으로 남성복의 어깨 패딩을 여

성복에 응용해서 강조한 것과 다양한 헴라인을 보여주는 파워

룩(power look) 스타일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되어 기본의

클래식룩에서 출발하여 여유있는 실루엣의 오버사이즈의 빅 룩

(Big look),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입는 앤드로지너스 룩

(Androgynous look)이 나타났으며 중반에는 가슴과 허리, 히프

등 여성의 인체곡선미를 강조하여 신체를 부각시키는 바디 컨

셔스(body conscious)스타일이 등장했다. 후반에 들면서는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 에스닉한 민속풍과 1986년 체르노빌 핵

폭파사건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자연으로의 회

귀를 꿈꾸는 에콜로지 룩(Ecology look)이 유행하였다. 자연물

및 천연소재가 강조되었으며 건강과 근육의 인체곡선미에 대한

관심으로 보디빌딩과 에어로빅이 유행하여 라이크라를 이용한

신축성 소재의 의상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 디자인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점에서 포스터

모더니즘이 미친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2.2.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영향

이탈리아 패션은 소재, 예술적인 수공, 결점이 없는 생산, 조

직성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

하고 있다(섬유저널, 1996). 이탈리아에서 패션산업은 관광산업

에 이어 두 번째 큰 사업으로 시장 확장을 위해 수출을 지향

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징 살린 차별화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이

고 있다. 꼬모는 소재 분야로, 비엘라·또리노 등과 인접해 있

는 밀라노는 기성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로마는 쿠틔르

(Couture)의상인 알타모다(Alta Moda)로 유명하다(전수경,

2001). 

이탈리아는 컬렉션과 다양한 전시회로 패션산업을 활성화시

킬 뿐만 아니라 패션교육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연계시키고 있

다. 이탈리아 최대의 실크단지인 코모(Como)에는 섬유관련학

교가 있고 컬렉션 중심인 밀라노의 세꼴리에서는 패턴중심교육

과 베네통이 세운 전문 니트학원이 있다. 패션 기업들은 지역

적 특성에 맞추어 분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브랜드들은 자기 회사의 독창성 및 차별화를 위해

소재 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이탈리아의 패션산업은 주로

가족 중심의 종업원체제로 전문화되고 차별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과 시장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

반적으로 패션회사의 본사와 공장이 위치하여 기획, 생산, 판매

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류브랜드들은 자기 회사의 독창성 및 차별화를 위해 소재 회

사에 의뢰를 하거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한

국섬유개발연구원, 1999).

한마디로 이탈리아 패션은 패션 트렌드를 무조건 추종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디자인과 색, 소재로 독창적인 패션세계를 만

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패션이 화려한

아트웨어적인 것에 비해 이탈리아 패션은 심플하면서도 실용적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이탈리아 패션의 특징은 아르

마니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피렌체나 볼로냐 등에서 개발

된 차별화된 소재에 이탈리아적인 요소가 보이며 그 속에서 그

만의 독특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활동적이고 합리적인 옷을

만들고 있다. 특히 그의 자켓은 이탈리아의 확고한 룰을 보이

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도전적·반항적 분위기를 반영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Esquir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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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인 세계

3.1. 디자인 철학

경제성과 심미성 모두를 고려하는 아르마니는 패션 트렌드

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조

금씩 새로운 것을 첨가하면서 자신의 패션 세계를 형성해 왔다.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온 아르마니의 디자인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간을 초월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한다는 점

이다. “시간이 지나면 옷장에서 끄집어 내버려야 하는 그런 옷

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다른 새롭게 나온 옷들과 함께 어울려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노력한다”(한국일보, 2005)는 그

의 말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시간을 넘어선 옷을 만

들려는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 

둘째는 패션에 인체를 맞추는 것이 아닌 인체에 맞는 패션

을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옷을 위한 옷이 아닌, 입는 사람들

을 위한 옷으로 인체를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즉, 옷 속의

몸을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는 역설을 즐깁니다.”(한국일보,

2005)라는 그의 말에서 사람과 분리된 옷이 아니라 사람을 위

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옷이어야 하므로 지나친 치장으로

옷의 희생물로 속박되어서는 안 되며, 옷을 통해 신체가 더 아

름답게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셋째는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디자인하

는 것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대표적인 매니쉬한 스타일로

한편에서는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슬림한 자켓과

통넓은 바지의 슈트가 30년째 변화가 없고 똑같아 유행에 뒤

진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변화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을 꾸준히 첨가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 세계가 아르마니 수트로 가득차는 것이 그 답이 될

것”(경향신문, 2005)이라고 자신의 디자인 세계에 대한 자신감

을 표현하였다. 어떠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줌

으로써 자신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지키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

하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일관된 자신의 디자인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르마니의 옷에서는 ‘단순하고 편안하며 부드럽고 우아한 지

적인 이미지’가 느껴진다. 즉, 군더더기 없는, 거추장스런 치장

이 배제된(국민일보, 2005) 심플함에서 오는 매끈한 실루엣과

선의 미, 흐르는 듯한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러운 단순하고 우아

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옷의 장식적인

디테일의 미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고

려하여 디자인한다. 

아르마니의 기본 철학은 장식성이 배제된 기능성 위주의 지

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의 베이직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시대적인

사회 환경과 고객의 기호와 필요에 따른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

영하는 것이다. 또 본질적인 것과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

한 일관된 추구로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면서 일상 생활과 문

화현상을 바탕으로 패션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착용자간의 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이 그의 브랜드 파워와 디자인 가치의 중심이라

고 할 수 있다(http://report.campus.daum.net/re).

3.2. 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

영하여 ‘지적이고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표

현하기 위해 매니쉬 스타일을 오랫동안 적용해 왔다. 아르마니

의 옷은 현대적이고 모던한 매니쉬한 스타일로 도시적인 세련

미에 단순미와 기능성, 실용성을 가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을 받으며 지금까지 ‘현대패션의 클래식’으로 통하고 있다. 화

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쁜 외모의 여자보다 똑똑하고 지

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열망을 광고의 이미지에

담아, 매우 지적이며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듯한 전문가의 여

성의 이미지를 주는 광고모델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광고하였

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 기존의 이미지에서 좀 더 ‘신선하

고, 부드럽고, 행복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페미닌

한 요소를 많이 첨가하여 이전보다 젊은 연령의 엘레강스한 이

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매니쉬에서 페미닌으로 트렌드를 전환

하면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진정 입고 싶어 하는 의상이 무엇인

지에 초점을 맞추어 ‘우아한 페미닌한 여성’, ‘지적인 여성의

매력’이라는 테마를 설정하였다. ‘가장 페미닌한 여성’을 표현

하기 위해서 매니쉬한 스타일의 슬림한 롱 팬츠슈트에서 몸에

샤프하게 피트되는 쇼트 자켓과 짧은 팬츠와 스커트를 표현하

는 글래머룩의 페미닌한 스타일로 전환했으며, 가슴 사이로 멋

지게 노출되는 다양한 탑과 감춰지지 않는 진짜 다리를 보여

주려는 의도적 이미지 변화를 통해 아르마니만의 럭셔리하고

섬세한 젊은 감각의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최근 아르마니의 작품들은 기교가 정제된 심플하고 매니쉬

한 스타일로, 흐르는 듯한 인체의 곡선을 표현한 슬림한 선의

미와 페미닌한 스타일의 피트되는 글래머 룩이 공존하고 있다.

섬세하고 고급스런 소재와 내츄럴한 칼라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지적이면서도 밝고 행복한 여성의 이미지

를 연출한다. 때문에 그의 옷은 성공한 남녀의 “석세스룩”을

상징하며 “과장이나 허례가 일절 배제된 숨막히는 천재의 묘

기”, “여성 실루엣의 근본적 혁명”이라는 격찬을 받았으며 독

특한 작품세계로 상류사회나 멋쟁이들의 기본품목이 되었다(경

향신문, 1994).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1980년대 도

시적 감각의 “여피”세대의 기호에 맞는 옷을 디자인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기존의 여성복에 남성복의 특징인 합

리성과 기능성의 매니쉬한 스타일을 응용하여 단순하고 고전적

인 기본적인 슈트 개념에서 벗어나 인체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수트로 인체의 자연스런

곡선미를 그대로 잘 표현해주는 현대적 여성의 패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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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의 창작디자인의 원천은 과거의

것에서 연구되는데, 많은 디자이너들의 단순히 과거의 종합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아르마니는 과거의 이미지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추출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기능적이고 지적이며 우아한 이미지를 그의 베이직한 스

타일의 기본으로 내세워 유행의 얽매이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 및 필요에 부합되도록 작품의 이미지

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이미지는 지적이면서도

도회적인 세련미의 소피스트케이티드한 쉬크 엘레강스라고 말

할 수 있다(Fig. 1).

3.3. 디자인의 미적특성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의 미적 특성은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적용시킨 앤드로지너스, 장식을 최

소화한 디자인의 심플, 여성의 인체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

현해 준 소프트, 아름다우면서도 옷의 편안함과 기능성을 생각

한 실용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앤드로지너스 : 현대에 들어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

면서 전통적인 성의 경계의 구분이 약해지고 성개념에도 큰 변

화가 나타났다. 패션분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수

용하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의 양성 표현의 경향이 자연

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디

자이너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이다.

아르마니의 여성복은 인체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유연함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색채, 무지나 스트라이프 문양 등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적인 이

미지를 가미하여 표현하였다(손보경, 1996). 남성복은 남성복의

정장의 딱딱한 직선의 이미지에서 재킷의 패드와 안감을 떼어

내 여성복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슬림 라인과 유연한 소재의 여

성적인 이미지로서 변화를 주었다. 여성에게는 인체미가 표현

된 자켓을 표현하고 남성적인 재킷에는 여성스러움을 가미시키

거나 남녀 정장에 같은 소재를 쓰기 시작하는 등 보다 스포티

하고 도회지향적인 슈트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앤드로지너스 경향은 아르마니의 대표적인 독특한 스타일로

초기에는 여성복에 남성복적 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매니쉬한

스타일의 디자인과 색, 소재가 많았다. 후기로 오면서는 자연스

럽게 페미닌한 스타일이 강조되는 이미지의 실루엣과 색, 무늬,

장식디테일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미를 나타내는 경향으로 변화

하였다. 대표적인 앤드로지너스 경향의 예로는 여성복의 팬츠

슈트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적인 요소의 매니쉬한 스타

일이 더 부드럽게 변형되어 페미닌한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슬림의 롱실루엣에

서 벗어나 피트된 쇼트자켓의 글래머스룩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에서도 매니쉬의 자켓에서 기존의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바꾸는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슈트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위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

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매니쉬한 스타일인 팬츠슈트의 아이템에

페미닌한 스타일의 요소들을 가미시켜 한 벌의 옷에서 매니쉬

한 요소와 페미닌한 요소가 공존하는 그만의 앤드로지너스룩으

로 럭셔리하면서도 섬세한 테일러링을 만들어내고 있다. 남성

복의 테일러링 기법을 여성복에 응용함과 동시에 남성의 특성

인 이성, 합리성, 기능성과 여성의 특성인 직관, 감성, 유연함

을 새로운 현대적인 개념에서 양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점은

새로운 여성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Fig. 2).

심플 : 심플(simple)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스타일의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패션 테마이다. 그는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장식과 여분을 최소화하여 옷이 지닌 본질만을 강조함으로써

품위있고 지적인 우아한 이미지를 만든다. 화려한 치장이나 군

더더기로 인해 옷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미가 강

조하여 인체와 옷이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단순해야 한다

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아르마니 스타일이란 “과장이나 허례가 일체 배제된 숨막히

는 천재의 묘기”(가재창, 1995), “과잉이 제거되고 정수가 압축

된 단순한 형태”(전수경, 2001)로 치장 대신 단순함을 통해 세

련되고 지적인 우아함을 연출하여 그만의 개성을 살리는 합리

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간결하고 매끈한 라인미가 강조된 부드러운

실루엣과 단순한 색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질감의 소재

와 그에 적합한 고급 봉제테크닉을 첨가함으로써 평범한 가운

데 단아함과 우아함이 은은하게 표현되어 화려한 현대적인 모

던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연출한다. 

심플한 디자인의 매니쉬 스타일의 기본에서 시작한 그의 패

션은 전체적인 옷의 실루엣이나 라인, 색 등이 심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성적인 페미닌한 스타일로 이미지가 전환

된 이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하

고 있다. 베이직한 클래식의 기본아이템인 자켓과 팬츠도 심플

하면서도 깔끔하고 매끈한 선의 미로 인해서 한결같이 그의 매

년 컬렉션에서 대표적인 심플한 아르마니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르마니 작품에서의 심플은 간결하고 정제된 선으로 표현

된 디자인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런 이미지의 심플리시티한 엘레

강스 이미지를 표현한다(Fig. 3).

소프트 : 조르지오 아르마니 여성복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슈

트는 남성복의 테일러링을 가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유연한 슬림 실루엣 스타일로 인체를 따라 흐르는 듯한 라인과

부드러운 소재로 인해서 여성의 곡선미가 자연스럽게 강조된

디자인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아르마니는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옷을 맞

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밑단을 흔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완벽한 바지의 유연함이 지닌 비결은 무

엇일까 등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재질을 선택하고

디자인하였다(Vouge International Collections, 1989). 인체를

과장시키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그대로의 여성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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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인을 기본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특징과 율동적인 흐

름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미를

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한 소재와 소재에 맞는 커팅으로

한층 더 부드러운 은은한 색으로 아르마니만의 자연스러움의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언컨스트럭트 자켓의 경우 축 늘어진 상의는 마치 스웨터 같

아 캐쥬얼 웨어와 비즈니스 슈트와의 경계가 애매하다. 바지에

는 다림질 선이 없고 셔츠의 칼라도 뻣뻣하지 않아(박문성,

2001) 천이 인체를 따라 유연하게 흘러내린다. 부드러운 인체

자체의 선을 연출하는 디자인 이외에도 안감과 패드를 제거하

고, 소재의 안쪽에 심을 접착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천이 두껍

고 투박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 투명하거나 신축적이고 유

연성 있는 가벼운 울, 캐시미어, 린넨 등을 사용함으로써 무게

가 일반옷의 반밖에 되지 않아 입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부드

러운 느낌으로 지적이고 섹시한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

어 내고 있다. 특히 단순하고 내츄럴한 색의 조화와 풍부하고

부드러운 고급 자연소재의 사용으로 허리와 가슴을 자연스럽게

피트시키면서 흐르는 듯한 글래머룩의 페미닌한 자켓은 그만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좀 더 신선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행복한 여성의

페미닌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매니쉬의 슬림스타일과 함께

페미니한 실루엣을 중심으로 모든 라인을 곡선화시켰으며, 색

과 무늬·장식디테일에서도 페미닌한 것들로 조화시켜 보다 부

드러운 느낌을 연출해내고 있다(Fig. 4).

실용성 : “나는 결코 모델을 위한 옷을 만들지 않겠다. 오직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옷을 만든다”(문화일보, 2004)는 아

르마니의 언급은 사람과 분리된 옷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

과 함께 할 수 있는 옷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옷을 만들 때 옷을 입는 사람, 직업, 활동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대감각에 맞추면서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만드는 것이 디

자이너의 의무라고 일깨워준다(Fig. 5).

아르마니는 여성복에 남성복의 편안한 기능을 가미시켰으며,

인체가 옷으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옷

안에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

면서 사람들의 개성과 현실적인 욕구와 부합하는 스타일을 만

들어 왔다. 1975년 패드를 제거한 실용적인 자켓으로 인기를

얻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후에는 카디건 같은 편안

하면서도 실용적인 고급스러운 자켓으로 인간과 옷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해 그의 여성복은 이탈리아 남성복의 말쑥함과

편안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미애, 2002).

또 젊은이들의 새로운 이미지추구에 맞도록 진과 캐쥬얼한 옷

으로 실용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라인인 브랜드 아르마니

진을 런칭하기도 했으며, 지퍼를 이용해 탈부착이 가능한 칼라

달린 코트, 스트링으로 묶는 바지와 점퍼, 방수천을 이용한 옷

등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최근에 아르마니는

탑코트(Topcoat: 가벼운 외투)를 드레스로, 베스트(Vest)를 오버

코트로, 힙에서 매듭이 지어진 세컨드 블라우스(Second Blouse)

를 장식띠로 변형시켜 역할과 기능을 실험하기도 했다(라사라

패션정보 편집부, 2000)

4. 조르지오 아르마니 작품의 

디자인 특성 분석(2001~2006)

4.1. 작품 경향의 변화 

197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르마니의 작품은 매

니쉬한 스타일에서 페미닌한 스타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전수

경, 2001). 그런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중

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1년 S/S 컬렉션부터 최근 발표

된 2006년 S/S컬렉션까지의 작품 경향의 변화는 세단계로 구

    

Fig. 1.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

06'S/S Gap Collection.

Fig. 2. 앤드로지너스타일, 

01'S/S Gap Collection.

Fig. 3. 심플한 스타일, 

01'S/S Gap Collection.

Fig. 4. 소프트한 스타일, 

06'S/S Gap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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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2001~2002: 페미닌으로의 전환) : 2001년에서 2002년

까지 아르마니의 여성복은 전체적으로 매니쉬한 스타일이 점차

로 감소하고 페미닌 스타일이 늘어가는 변화가 나타나다가, 특

히 2/3년 F/W에는 페미닌으로의 완전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유연한 곡선의 느낌이 가미된 여성적인 실루엣을 전개한 소프

트&쉬크 컬렉션이 등장한다. 즉 기존의 아르마니의 대표적인

클래식 의상인 슬림한 스타일들로서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지적

인 이미지로 복고적인 감각이 보이면서도 현대감각을 가미한

페미닌한 특징의 디자인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Fig.

6).

실루엣에서는 아르마니의 대표적인 클래식 의상인 매니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켓을 예로 들면 여유 있고 헐렁한 박

스에 가까운 슬림의 힙선 길이의 롱 스타일에서 조금씩 더 허

리라인에 피트되어 가는 슬림의 짧은 페미닌한 스타일로 바뀌

어 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마린룩 이미지의 허리길이의 짧

은 각진 어깨의 박스와 피트되는 스타일의 자켓이 나타나기도

했다. 팬츠의 경우에도 폭넓은 플레어나 스트레이트의 롱 팬츠,

다양한 서스펜더를 이용한 보이쉬한 스타일의 팬츠에서 점차 인

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슬림 스타일이 등장하고, 바지폭이 자연

스럽게 좁아지는 배기팬츠와 하렘팬츠, 타이트한 니커 보커스

와 카프리 팬츠 등 다양한 종류의 팬츠가 등장하였다. 스커트

는 풍성한 플레어 스타일의 롱 스커트, 허리선에 셔링잡은 롱

스커트 등이 주를 이루다가 종전의 긴길이에 비해 무릎정도의

짧은 길이의 팬츠와 스커트가 등장하면서 페미닌한 스타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밖에도 보디첼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트레인장식의 이브닝

드레스, 튤 드레스와 비즈장식의 홀터넥탑으로 글래머러스한 이

미지를 표현하였다. 투명소재를 장식한 레드컬러의 꽃문양 자

수 및 러플, 비즈장식, 시퀸, 크리스탈 등으로 장식한 이브닝

웨어와 타이트하게 피트되는 로맨틱한 탑과 블라우스, 목과 허

리부분의 코사지 장식. 패턴 스카프, 동그란 모자, 브라운 컬러

의 커다란 가죽 백 등의 코디는 우아한 페미닌한 스타일의 감

각을 표현해 주는 아이템들이었다.

제2기(2003~2004: 과도기의 혼란) : 2003년~2004년은 매니

쉬한 스타일이 거의 보이지 않고 글래머스룩의 페미닌한 스타

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페미닌한 온갖 종

류의 장식디테일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아르마니의 스타일의 중

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심플하고 지적이고 우아한 느낌의

여성미는 보이지 않아 아르마니의 작품인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시대적인 흐름을 의식해서인지 그는 매니쉬에서 페미닌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시도해 오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의 독특한 스타

일인 매니쉬를 완전히 무시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평소에

강조했던 장식을 배제한 그만의 단순하고 깔끔한 매력과는 달

리 지나치게 글래머스한 룩과 부자연스런 많은 장식에 다양한

길이의 자켓들, 과도하게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 컬렉션으로 기

능적이고 고급스럽고 품위있던 그의 이미지는 실종되고 말았다

(Fig. 7).

아르마니의 디자인세계에서 2003년 한해는 그야말로 디자인

과 실루엣, 장식디테일, 소재면에서 혼란 그 자체였다. 2004년

S/S부터는 서서히 과도기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아르마니 특유

의 매니쉬한 스타일이 나타나면서 안정을 찾는듯 했지만 F/W

시기에는 또 다시 절제의 심플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젊은 감

각의 화려하고 복잡해진 디자인과 디테일로 인해 사람들은 ‘재

킷의 왕’ 아르마니가 다른 디자이너와의 구별이 어려워 새로운

디자이너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제3기(2005~2006 S/S: 페미닌과 매니쉬의 조화) : 2005년~

2006년은 페미닌 스타일로 방향을 전환해오던 아르마니가 매

니쉬를 완전히 배제하고 페미닌만을 내세움으로써 스타일 부재

라는 비난을 들었던 혼란기에서 벗어나 아르마니만의 독특한

    

Fig. 5. 실용성 있는 스타일, 

01'S/S Gap Collection.

Fig. 6. 매니쉬한 슬림스타일, 

01'S/S Gap Collection.

Fig. 7. 피트되는 페미닌의 복잡한

디자인, 4/5'F/W Gap

Collection.

Fig. 8. 페미닌한 실루엣과 매니쉬

한 자켓의 조화, 

06'S/S Gap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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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쉬한 스타일 라인을 새롭게 되찾은 시기이다. 현대적인 글

래머스룩을 중심으로 한 페미닌 스타일에 이탈리안 슈트의 기

본인 매니쉬 스타일의 포멀 라인을 첨가함으로써 본래의 지적

이고 우아한 품위 있는 이미지로 돌아온 시기로 볼 수 있다.

2006년 S/S 컬렉션은 자신의 매니쉬를 잘 조화시켜 새롭게 만

든 아르마니의 ‘우아한 페미닌 스타일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Fig. 8).

2005년 S/S에는 테마 ‘쇼킹’답게 중국 모티브를 응용해서 짧

은 피트 재킷과 롱 스커트, 스트레이트 및 앵글 롱 팬츠 등의

글래머스룩의 강조되고 중힙 정도 길이의 슬림한 자켓이 첨가

되는 등 아르마니 스타일인 엘레강스한 여성의 이미지가 담긴

옷들이 등장하였다. 페미닌한 화려한 요소들이 첨가되어 아이

템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중국풍 실크 파자마, 스파클리한

티어드 드레스, 중국 한자가 새겨진 이브닝 드레스와 스팡클을

장식한 티어드 드레스, 머메이드 가운, 실크 타슬이 달린 프린

지 보디스 등 중국의 풍부한 색감과 문양의 차이니즈 가운을

비롯한 이국적인 아이템과 스파클리한 액세서리는 복식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밖에 전통의 차이니즈 재킷을

응용한 화사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실크자켓, 비즈와 스팡클

을 장식한 파티용의 드레시한 재킷, 숄칼라를 리본모양으로 묶

은 재킷, 주얼리를 장식한 라운드 칼라의 재킷 등의 포멀한 수

트라인에 이국적인 밀집 터번, 노동자들이 쓰던 쿨리 햇, 스키

아파렐리 스타일의 반짝이는 곤충 모티프 핀 등은 확실한 변화

를 보여준 아이템이었다.

'05/'06 F/W 켈렉션에서는 ‘지적인 여자로서의 매력’을 테마

로 중간색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의 글래머스룩에서 바디

라인이 한 층 더 강조된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파

격적으로 짧아진 하의길이와 몸에 피트되는 매끈한 자켓 아이

템으로 휼륭한 테일러링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비즈니스우먼을

위한 긴바지 정장과 롱스커트에서 탈피하여 긴바지가 아닌 다

리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짧은 길이의 블루머나 버뮤다팬츠와

짧은 스커트로 혁신적으로 변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변화

의 시도로 레드 카펫용 의상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오띄꾸띄

르적인 요소가 많은 정장과 캐쥬얼을 중심으로 자연스런 여성

의 바디라인과 인공적인 곡선형 라인을 표현했으며 나폴레옹

군복을 연상시키는 밀리터리 재킷에 여성미를 가미시키거나 페

미닌한 실루엣의 스커트와 조화시켰다. 

또 1930년대풍의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한 예술적인 터치가

많이 가미된 작품도 발표되었는데 화가 마그리트의 그룸 패턴

드레스, 달리의 ‘눈’이 달린 핸드백, 장 콕토의 육체와 손의 분

리효과를 보여준 옷이 대표적인 예이다. 

'06 S/S 컬렉션에서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진정 입고 싶어하

는 의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페미닌한 스타일’

을 연출하기 위해 짧은 피트 자켓과 짧은 스커트의 글래머스한

스타일과 유연한 슬림의 롱 자켓에 롱팬츠의 매니쉬한 스타일

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템에서는 페미닌과 매니

쉬의 조화를 볼 수 있는 아르마니만의 스타일이 한층 새롭게

변모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완벽한 매니쉬의 기본 자켓이

나 팬츠라는 아이템의 기본 바탕에 페미닌한 스타일의 라인과

색, 장식과 악세서리로 조화를 연출함으로써 아르마니의 럭셔

리하면서도 섬세한 테일러링을 만들어냈다. 

아르마니의 기본적인 매니시 감성의 소프트한 수트에서 칼

라와 헴라인을 동글게 곡선 처리함으로서 페미닌의 감각을 가

미하였다. 또 엘리건트한 이브닝 드레스에 매니쉬한 재킷을 매

치하거나 레이스와 플라워 자수를 곁들임으로써 화려하고 로맨

틱한 남국의 무드를 느끼게 하였다. 그 밖에 폴리티드 라펠장

식의 어깨를 강조한 테일러드 자켓, 소프트한 실루엣의 재킷, 바

스락거리는 느낌의 와이드 팬츠, 칵테일 타임 재킷, 페플럼 헴

라인의 쇼트재킷, 레이스 소재의 재킷, 플라워 프린트의 슬립

탑, 티어드와 다양한 튤립 드레스, 플로럴 프린트 드레스 등은

페미닌한 스타일을 표현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다.

4.2. 디자인 요소별 특성 비교

아르마니가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기본적인 패션 트렌드였던

매니쉬 스타일에서 페미닌 스타일로의 변화를 디자인의 요소들

인 형태(선과 실루엣), 색채, 문양, 소재, 장식디테일 등의 측면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쉬 스타일과 페미닌 스타일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우선 남성적 이미지는 Y자형의

실루엣, 직선적, 바지, 무채색, 저명도와 채도, 한색, 두껍고 무

겁고 거칠고 딱딱한 광택없는 재질, 솔리드, 기학학적 및 동물

문양, 인공모양, 명료형 문양으로 표현된다. 반면 여성적 이미

지는 X형, 곡선, 치마, 유채색, 고명도와 밝은 채도, 난색, 파스

텔색, 얇고 가볍고 비치고 부드러운 재질, 식물이나 꽃의 자연

모양, 추상화된 문양, 유연하고 비명료형 문양으로 표현된다(손

보경, 1996).

실루엣 : 아르마니는 일하는 여성의 활동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인체를 구속하고 않는 기능성을 고려한 슬림라인(slim

line)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였다. 또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며

지적인 실루엣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을 전

후하여 기존의 실루엣 라인에 의도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제1기인 2002년까지는 그의 대표적인 클래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헐렁하면서 루즈한 슬림라인의 부드러운 여성적인 실

루엣을 비롯해서 마린룩의 보이쉬한 박스라인과 피트되는 슬림

라인에서 피트라인인 페미닌한 실루엣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

다. 제2기인 2004년까지는 매니쉬의 실루엣라인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피트되는 글래머룩 실루엣의 페미닌한 스타일로 일관

하여 기존의 아르마니와는 전혀 별개인 듯한 혼란이 지속되다

가 '04/'05 F/W컬렉션에서 세일러칼라의 마린룩이 등장하면서

매니쉬한 박스라인에 가까운 슬림라인이 조금씩 모습을 나타내

기 시작했다. 제3기인 2005년에 들어서는 머메이드 라인의 글

래머룩 스타일이 주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슬림라인의 매니쉬

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06 S/S컬렉션에서는 여전히 글래머룩

의 실루엣을 중심으로 한 슬림라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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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매니쉬의 슬림라인에서 페미닌의 피

트라인으로 그 다음은 페미닌의 피트&매니쉬의 슬림라인 공존

의 순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색 : 아르마니의 작품에 나타난 기본적인 컬러는 일반적으로

그레이와 베이지, 그 중간색인 그레이지로, 원색이 아닌 믹스된

컬러로 내츄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니쉬한 이미지의 메인컬

러에 레드와 같은 페미닌한 컬러를 악센트로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을 전후로 매니쉬한 컬러를 조금씩 줄여가면

서 페미닌한 화사한 밝은 이미지의 컬러를 첨가하기 시작해서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제1기에는 블랙,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들의 전형적

인 매니쉬풍의 메인에 바이올렛, 레드, 블루와 퍼플, 페일 핑크

톤 등의 여성스런 이미지가 악센트로 첨가되었다. 제2기에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딥블루 등의 매

니쉬한 컬러들이 여전히 메인으로 사용되었고 라벤더, 퍼플, 레

드, 오렌지 등이 악센트로 활용되었다. 제3기에 들어서는 그 이

전과는 달리 페미닌한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

색상에서 벗어나 유연한 중간색컬러 즉 무채색의 중간색, 그레

이, 베이지, 브라운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블랙, 화이트, 분

홍과 그린, 민트색, 노랑, 연한 자줏빛, 샴페인, 머시룸 등의 부

드럽고 은은한 색감의 서브 칼라에 바이올렛과 스칼렛 레드로

악센트를 주어 화려함을 표현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 부각

시켰다. 

종합해 보면 아르마니의 칼라는 블랙이나, 네이비 등의 매니

쉬한 컬러를 기본으로 페미닌한 컬러를 서브나 악센트로 점차

로 조금씩 첨가시켜 오다가 최근에 들어 베이지와 밝은 그레이

톤의 내츄럴한 페미닌한 밝은 칼라가 많이 등장하면서 페미닌

한 색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소재 : 아르마니는 늘 여성의 곡선미를 표현할 수 있는 재질

로 몸을 따라 흐르는 듯한 부드럽고 자연스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신축성과 드레이프성을 가진 천연의 고급 소재를 사용

하여 절제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아르마니의 옷은 무게

가 다른 옷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가볍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를 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

든 소재에 접착심지를 배제한다. 따라서 아르마니의 옷에서 옷

감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을

이탈리아의 소재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여 타제품과의 차별화

를 꾀하고 있다.

제1기에는 아르마니의 소재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재질 즉 실

크, 울, 울 크레이프, 캐시미어, 린넨 등의 페미닌한 것들을 주

로 사용하며 그밖에 벨벳과 새틴 등 매니쉬한 스타일을 첨가하

였다. 제2기의 혼란기에 들어서는 레이스, 모피, 새틴, 라메, 광

택소재 등의 매니쉬한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새롭게

저지, 울, 실크, 쉬폰, 조젯트 등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기본

으로 사용해 매우 가볍고 유연하면서 흐르는 듯한 여성의 이미

Table 1. 단계별, 요소별 디자인 특성 변화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년도 2001~2002년 2003~2004년 2005~2006년 S/S

트렌드 매니쉬한 페미닌

헐렁한 슬림 & 피트 슬림

페미닌

피트

페미닌한 매니쉬

피트& 피트슬림

실루엣 상의 슬림&롱, 피트슬림&쇼트 피트&쇼트/중힙 피트&쇼트/중힙, 슬림&롱

하의 롱 통넓은팬츠/ 롱스커트 롱슬림팬츠/ 쇼트팬츠&스커트 쇼트팬츠&스커트/롱팬츠&스커트

스타일 매니쉬에서 페미닌으로의 전환점

클래식, 매니쉬, 소프트&쉬크, 

엘레강스 마린룩 → 롱& 루즈한 스타일 

피트슬림

복잡한 디자인, 소재의 혼란기

(아르마니 스타일의 부재)

글래머룩, 세일러룩, 매니쉬 → 피트스타일

상의길이 및 실루엣의 다양화(과도기)

하의길이의 전환기: 롱에서 쇼트로

페미닌 &매니쉬, 완전한 글래머룩

엘레강스스타일, 소피스트케이티드, 모던스타

일, 중국오리엔탈필링 → 피트&슬림스타일

하의길이 정착: 롱에서 숏으로 전환

컬러 메인: 블랙, 그레이,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매니쉬)

서브: 바이올렛, 레드, 샌드베이지, 

블루와 퍼플, 페일 핑크톤 (페미닌)

메인: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블라운 

서브: 중성적인 네이비, 딥블루

악센트: 라벤더, 퍼플, 레드, 오렌지

메인: 무채색의 중간색,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서브: 블랙, 화이트, 분홍과 그린, 민트색, 노랑,

연한 자줏빛, 샴페인, 머시룸 

악센트: 바이올렛과 스칼렛 레드

패브릭 실크, 쉬폰, 울, 울 크레이프, 

캐시미어, 린넨, 벨벳과 새틴

새틴, 라메, 광택소재 등 

모피소재와 저지, 울, 실크, 쉬폰,

조젯트 등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

쉬폰, 레이스, 튤, 실크, 벨벳, 모피, 새틴, 다후

다, 타프타

패턴 모티브스트라이프, 첵크, 지그재그, 

헤링본과 꽃무늬

원모양, 꽂무늬, 랍스터와 불가사리,

동물문양, 스트라이프, 체크, 모노톤

의 바둑판 모티브, 지그잭

여성적인 플로럴, 꽃무늬와 전통무늬,

스트라이프나 애니멀 모티브, 동양풍의 에스닉

한 문자

장식 디테일코사지와 서스펜더 프릴, 셔링, 핀턱, 컷아웃, 퀼팅, 레이스 레이스와 자수, 버글 비즈, 세퀸 자수, 스팡클

장식과 브로치,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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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표현했다. 

최근의 제3기에는 다소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남성적인 소

재와 여성적인 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대조적인미를 표현했

으며, 쉬폰, 레이스, 튤, 실크, 벨벳, 모피, 새틴, 다후다, 타프타

등 때로는 반짝이는 소재도 사용하였다. 오랫동안 가볍고 유연

하고 신축성과 드레이프성이 좋은 여성적인 소재를 유지해오다

가 최근에는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남성적인 소재와 여성적인

요소의 소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무늬 : 아르마니의 작품은 심플함의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하

여 솔리드를 메인으로 하고 그 외에 스트라이프나 체크 등 기

본적인 매니쉬의 모티프를 조금씩 활용해왔다. 

제1기의 작품에서는 주로 매니쉬한 이미지의 솔리드나 스트

라이프, 체크, 지그재그, 모노판의 바둑판 모티브 등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고 꽃무늬 등의 페미닌한 것을 가미하다가 제2기

인 혼란기에는 여성적인 다양하게 변화시킨 원과 랍스터와 불

가사리, 동물문양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최근 제3기에 들어

서는 여성적인 플로럴, 꽃무늬와 전통무늬 등의 페미닌한 이미

지에 스트라이프, 동물 모티브, 동양풍의 에스닉한 문자 등의

매니쉬 스타일을 첨가시켜 사용했다. 즉 오랫동안 매니쉬한 감

각의 무늬에 페미닌한 감각을 조금씩 첨가시켜 늘려가고 있으

며 최근에는 페미닌한 감각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장식디테일 :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장식디테일을

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이 기본이며 혼란기에만 프릴, 셔링,

핀턱, 컷아웃, 퀼팅, 레이스 등을 과다 사용해서 다소 복잡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근래에 페미닌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해 코사지, 레이스와 자수, 버글 비즈, 세퀸 자수, 스팡

클 장식과 브로치, 다이아몬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5. 결 론

일반적으로 아르마니는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그만의 디자

인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시기별

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큰 변

화가 있었다. 2000년을 전후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매니쉬의

트렌드에서 의도적으로 페미닌한 스타일로 전환한 아르마니는

혼란을 겪어 한때 스타일 부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

만 최근에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전통적인 매니쉬 스타일

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매니쉬와 페미닌의 두 이미지가

한 옷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전체적인 이

미지 차원에서는 페미닌을 기본으로 한 매니쉬의 조화라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아르마니의 패션 트렌드의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마니가 추구하는 실루엣은 늘 기능적이고 편안하

면서 인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표현하는 우아하고 지적인 실루

엣으로, 실루엣의 기본 라인이 최근에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

었으며 전체적으로 처음의 매니쉬의 중성적인 헐렁한 슬림라인

에서 부드럽게 피트되는 슬림으로, 그리고 피트라인의 페미닌

으로, 최근에는 피트되는 글래머룩의 페미닌과 슬림라인의 메

니쉬의 두 스타일의 공존으로 새로운 모던한 스타일을 연출해

내고 있다.

둘째, 아르마니의 작품에 나타난 기본적인 컬러의 특징은 원

색이 아니라 믹스된 컬러로 내츄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있

다. 오랫동안 블랙,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등의 매니쉬한 컬

러의 기본에 페미닌한 레드컬러를 서브나 악센트로 쓰다가 점

차 페미닌한 색을 첨가시켰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무채색의 중

간색톤, 샌드베이지와 밝은 그레이톤의 내츄럴한 페미닌한 밝

은 칼라와 함께 퍼플, 블루, 바이올렛, 레드, 페일 핑크, 그린,

오렌지 등 화사한 칼라가 많이 등장하면서 페미닌한 색의 비중

이 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아르마니에 있어서 소재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곡선미

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질로서 몸을 따라 흐르는 듯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가벼우며 신축성과 드레이프성이 좋은 니

트나 천연의 고급소재을 사용하여 절제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해왔다. 따라

서 그의 주요 아이템인 슈트소재는 주로 깃털같이 가벼운 울,

캐시미어, 린넨이고 모두 텍스쳐 가공을 하여 갈색이나 재색의

원단에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있는 페미

닌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남

성적인 매니쉬한 소재와 여성적인 페미닌한 소재를 함께 사용

하고 있다.

넷째, 무늬는 오랫동안 심플함의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솔리드을 메인으로 하며 그 외에 스트라이프나 체크, 지그재그

등의 기본적인 매니쉬한 감각의 모티프에 꽃무늬 등의 페미닌

한 감각을 조금씩 첨가시켜 늘려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페미닌

한 감각의 모티브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솔리

드 위주의 매니쉬한 감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장식디테일을 하지

않는 무장식의 단순한 디자인의 매니쉬한 스타일이 기본이었는

데 과도기의 혼란기에는 프릴, 셔링, 핀턱, 퀼팅 등 온갖 다양

한 디테일이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안정기에 들어서자 다시

단순해졌으며 최근에는 페미닌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

해 등장한 코사지, 레이스와 자수, 버글 비즈, 세퀸 자수, 스팽

클 등의 페미닌한 장식이 많이 첨가되어지고 있다.

아르마니는 패션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디자인계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르마니는 새롭게 만들어 낸 페미닌

한 매니쉬 스타일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심플한 디자인,

내츄럴한 색,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고급소재’와 ‘우아하고 지

적이고 부드러운 여자’의 이미지에 ‘젊고, 신선하고, 화사하고

행복한 여성’의 이미지를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현대 여성의 세

련된 이미지를 재창조해 내고 있다. 

아르마니가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새로운 변

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패션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잘 파악하고

외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입는 사람의 관점에 서서, 자신의 핵

심적인 실루엣을 중심으로 새로움을 조금씩 가미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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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는 ‘지적이고 우아하고 기품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일관

된 그의 패션철학으로 표현해왔기 때문이다. 시장과 고객을 상

대로 한 철저한 실용예술을 지향했던 아르마니와는 달리 보편

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패션을 실용성의 범주보다는

색상이나 문양, 외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패션의 최종목

적이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소

비자의 사고와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그에 일

치하도록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르마니가 기존 남성

의 특성인 합리성과 기능성에 여성의 유연성을 적절하게 조화

시켜 새로운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처럼 클래식의 기

본에서 모던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성을 배양하

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차별화

된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세계적인 패션제품이 나

올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5년도 군산대학교 신임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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