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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lobalizing the Japanese fashion successfully, Hanae Mori's work awoke the western fashion world's nostalgia
towards the East. Analyz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anae Mori's clothes what kinds of aesthetic characteristic
that her work had and what kinds of influences that she made in the modern fashion would provide substantial con-
tribution of the world's modern fashion. This study provided forms and remarkable features of Japanese traditional custom,
revealed Hanae Mori's life and her philosophies of fashion, and defined Hanae Mori's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her work from 1970's until the retirement, July 2004. Methods of this study are completed by documentary records of
Hanae Mori, research papers and fashion magazines that are pu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collected
materials from interne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epitomized as below. Hanae Mori was the first Japanese fashion
designer who exp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Japanese custom with modernity sprit. In the 60's and 70's, espe-
cially in the U.S. and European fashion market, she inspired western fashion designers by her original sprit of art: com-
bining Japanese tradition which showed distinctive color and spirit of nature and the western beauty. Hanae Mori created
new dress molding from the Kimono's unstructured feature. Her layered look dressing, oblique adjustment and Obi, and
others all enabled Mori to express Japanese image into modern fashion. Additionally, in terms of traditional Japanese
image being acknowledged world-widely, she played a major contribution in world fashion by suggesting a new vision and
raised several sensations in fashion artistry and modeling. Amongst her various patterns, Hanae Mori had butterfly pat-
terns in most of her works, which was her representative symbol. This spoke for her strong will and senses of duty that
wanting to inform beauty of Japanese women who were reflected in modern and graceful butterfly patterns. Flowers were
another element that symbolized Mori. Using various flower motifs that bloomed in every different four seasons, she con-
nected two images into her fashion; beauty of the nature and enlightening image of vibrating life. The aesthetic char-
acteristics of Hanae Mori's clothes were defined as five: Japonism, naturalism, feminism, eroticism, and modernism.
Japonism which is the spirit of Japanese, Mori used the concept to connect the East and the West. Naturalism represented
harmony of the nature and the human. Feminism highlighted Eastern women's beauty. Eroticism emitted feminine attrac-
tion. Modernism represented simplicity and sophistication. Such aesthetic character illustrated Mori's original emotion
that was based on Japanese spirit and she combined it with values of the East and the West. From the analysis of Mori's
aesthetic characteristics, it is clearly recognizable her feministic beauty is emanated by her original emotion and sen-
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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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션이란 한 시대의 반응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경제정치기

술의 한 일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써

특히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러한 내

적인 세계를 여러 조형요소로써 복식조형물을 표현하고 창조하

는 패션디자이너 중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파리 패션계에 진출

한 하나에 모리 (Hanae Mori, 森英惠: 1926~, 그녀의 공식 홈

페이지에 하나에 모리라 언급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이 명명하였음.)가 있다.

하나에 모리는 동양인 최초로 1977년 파리 오뜨꾸뛰르 의상

조합의 정식멤버로 가입하여, 일본의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화하는데 기여한 디자이너 중의 한사람이다. 하나에 모리

의 작품은 여성미와 자연미를 기본으로 디자인하였고, 그녀는

동양의 선적인 미와 서양의 양감의 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 일본 패션

을 세계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서구 패션계에 동양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하나에 모리의 작품을 통해 그녀의 작품세계는 어

떠한 미적인 특징이 있으며,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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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는지 고찰하는 것도 의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

결과가 세계무대진출의 시작과 보급 단계에 있는 한국현대패션

의 위상을 높이는데 참고자료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일본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로 정연자

(1993)는 다카다 겐조(高田三賢, Takada Kenzo)작품에 나타난

형식미와 내용미를 고찰하여 에콜로지풍과 민속풍의 특징이 어

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규명하였으며, 이은정(1991)은 1980년대

일본패션을 대표하는 이세이 미야케(三宅一生, Issey Miyake)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일본 패션의 특성을 연구하였으

며, 양취경·김효진(2001)은 일본의 전통미의식을 분류하고 해

체주의와의 연관성을 통해 요지 야마모토(山本耀司, Yohji

Yamamoto)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박지영(2000)은 모리 하나에

(Hanae Mori) 패션디자인의 조형미 연구에서 하나에 모리의상

에 나타난 조형성과 조형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복식디자인으로

응용하여 실물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와같이 일본 디자이너 작

품에 관한 연구경향은 일본디자이너들의 작품과 민속적인 요소

와 결부시키거나, 해체주의와 관련지운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순

수 오뜨꾸뛰르에서 볼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일본 디자이너

작품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내용은 하나에 모리 패션철학이 복식을 통한 ‘동양과 서

양의 융합’이므로 그녀의 복식에서는 일본적인 요소가 많이 나

타나게 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와 문양,

그리고 일본복식의 패션 미학에 관해 먼저 언급하겠다. 3장에

서는 그녀의 생애와 경력 및 패션철학에 대해 고찰하겠으며, 4

장 하나에 모리 작품경향 분석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4년 7

월 은퇴하기까지 그녀의 작품경향을 분석하겠으며,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된 결과로 미적 특성을 도출 정리하고자 한다. 연

구 방법은 복식과 관련된 각종문헌과 국내논문, 국내외 패션잡

지, 그리고 인터넷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 및 특징

일본복식의 형태 및 특징에서는 일본전통 복식의 형태, 전통

문양, 일본복식의 패션미학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2.1. 일본복식의 형태

일본열도는 온대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한 기후이므로 복식도 이러한 기후에 적합한 개

방적인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다. 전통의복인 기모노는 남녀노

소의 구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으며, 앞이 전

부 트여 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caftan)형이다.

이와 같이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나타

난 평면구성, 직선형 깃과 사선 여밈, 목덜미가 보이게 옷깃을

젖쳐입는 착용법인 누키에몽(拔き衣紋)과 겹쳐입기(레이어링,

layering)를 들 수 있다. 여밈의 도구로는 ‘오비(帶)’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오비지메(帶締め)’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여 입

는다. 오비는 기모노의 착장상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나비모양

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등 뒤에서 단단히 묶은 것으로, 오비매

듭이 있어 기모노의 뒷모습을 더욱 우아하게 보이도록 장식적

인 역할을 한다(최영옥, 2004). 

일본 전통복식에서도 레이어드 형태의 착장법이 두드러지는

데, 다까마쓰(高松塚)벽화의 여성 복식을 보면 저고리 위에 치

마를 입고 포를 두른 레이어드 방식이다. 또한 헤이안시대(平

安時代)의 쥬니히도에(十二單)에서 레이어드 방식의 극치를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일본 복식과 현대 일본풍 패션 양쪽 모두 인체에

대해 서구의 복식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서구복식은 입

체구성과 실루엣을 최상의 미로 인식하는데 비하여, 일본풍 디

자인의 특징은 겹쳐입기와 추상적인 평면조형으로 이는 일본

디자이너들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기모노 슬리브와 전개형의 비대칭 여밈, 비구축적 실

루엣 등은 1980년대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가부키(歌舞

技)풍의 메이크업을 한 모델을 컬렉션에 등장시키는 예는 곳곳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말 일본풍의 Zen은 인테리

어 트랜드를 석권하기도 하였다(최영옥, 2004).

일본 전통복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

고자 한 최초의 일본 디자이너는 하나에 모리로 1960~1970년

대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전통, 색상과 자연의 혼을 서

구적인 미와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세계로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2.2. 일본 전통문양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은 자연문양, 인공문양, 복합문

양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문양은 식물·동물·자

연환경 등을 문양화한 것이며, 인공문양은 사물·문자·인물·

기하학 등을 나타낸 것이다(김세나·오경화, 2003). 

자연문양에서 식물문양은 사군자인 매화·난초·국화·대

나무문과 화초문·목단·과실·백합·당초문·은행·소나무

등을 나타낸 것이다. 꽃문양 중에서는 벚꽃을 단순화시킨 문양

의 사용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 벚꽃은 봄과 일본민족을 상징

하는 것으로 일본취향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최영옥, 2004).

동물문양으로는 주로 나비·학·화조문·운문·두루미·거북

등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많은데, 학은 봉래사상(逢來思想)을

표출하고 있으며, 천년을 산다하여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

한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수중생물이 자주 등장하는데(김세나·

오경화, 2003), 특히 잉어와 거북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자연환

경문양에는 구름·파도·흐르는 물 등의 자연의 경치를 사실

적으로 묘사한 문양이 많은데, 이는 자연과 동화하고자 하는 심

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인공문양에서 사물문양은 놀이문화에 근원을 두고 있거나 연

중행사나 축제에 쓰이는 도구류 및 부채·휘장·책·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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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를 담는 어구통 등을 양식화하여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문

자문양은 경사나 축하의 문구를 문양 가운데 배치하거나, 문자

그 자체를 문양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다. 인물문양은 책이나 그

림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게이샤나 노가쿠시(能

樂師)의 모습 등으로 평상시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하학적 문양은 사실적인 형태를 정방형이나 삼각형·

원 등으로 추상화하여 조합한 문양, 거북이 등 모양을 육각형

으로 나타내거나 연속적인 파도 모양을 반복하여 표현한 문양

등이 있다(김세나·오경화, 2003). 특히, 일본 전통복식에서 줄

무늬를 사용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가(公家)의

장속(裝束)이 여러 벌 겹쳐 입고, 직물이 주체가 되므로 화려하

고 웅장한 착장미로 나타나는데 비해, 서민층은 한 벌의 소수

(小袖)차림이었기에 옷감자체에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할 여유

가 없었으므로(김미자, 1999) 흰색 직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형시킨 줄무늬를 사용한 것이다.

 

2.3. 일본 복식의 패션미학

일본은 소위 소프트 아방가르드라는 패션사조를 등장시키며

1980년대에 서양, 그것도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에 입성하였다.

소프트 아방가르드란 기존의 서양 복식 스타일을 깨고 최소한

의 격식만 차리는 미니멀리즘으로서 동양의 선(禪; zen) 사상에

서 많은 영향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은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감

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그 이유는 복식 형태에 대한 서구 중

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옷과 신체의 적합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옷은 신체에 맞는 형태이어야 하며,

‘입는다’라는 의미의 최소한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새롭게 해석

해 소재와 몸과의 조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특히 옷을 몸에 걸

치지 않았을 때에는 옷의 선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지만 일단

몸에 걸치면 전혀 색다른 선으로 살아나는 비구조적인 실루엣

은 동양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었다(http://home.

hanmir.com). 

또한 서구의 구조적인 실루엣과 달리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가진 일본 패션은 인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 인체의 움

직임에 따라 새로운 라인이 연출되거나 옷을 걸쳐 입는 레이어

링을 통해 단정하게 차려 입는 서구 복식의 전형적인 착용법과

비교되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제시했다.

Harold Koda는 일본미학의 중요요소로 불규칙, 비대칭, 불완

전을 들고 있으며, 특히 착장방법의 탈착, 겹쳐입기 등에 있어서

일본복식은 착장자에 의해 미완성상태인 동시에 불확정적 착장

을 연출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하였다(윤은재, 2003).

일본의 핫토리 유키오(服辛行雄)는 일본의 미의식을 크게

‘꾸밈의 미의식’과 ‘꾸미지 않는 미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꾸밈

의 미의식은 생명을 표현하고 인간의 삶과 기쁨을 표현하는 미

의식이며, 헤이안시대(平安시대; 794-1195) 귀족들의 신분 과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미주의와 일본의 장식미술 창출에

원동력이 되었다. ‘꾸미지 않는 미의식’은 최대한 불필요한 것

을 걸러낸 후에 나오는 미의 개념, 즉 간결의 미와 생략의 미

라 할 수 있으며,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이상으로 하는 선(禪)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일본의 정

신적인 지주로 자리잡아 일본만의 독자적인 ‘無’ 문화를 형성

하였다(윤은재, 2003). 

하나에 모리복식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불규칙적이며 비대칭

적인 요소, 비구조적인 요소, 레이어링과 같은 요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하나에 모리(Hanae Mori)생애와 패션철학

3.1. 생애와 경력

하나에 모리(Hanae Mori)는 1926년 일본 시네마현 무카이치

(Mukaichi)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동경여자대학교에서 국

문학을 전공하였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모

리는 동경의 대학생이었고(Yuniya, 2004), 어린 성인으로써 전

쟁의 참혹함과 두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녀의 전쟁에 대한 기

억은 그 후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는 신념을 가지게 하였다. 2차대전 후 사회적으로 침체된 분위

기를 의상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그 무렵 주둔

군의 부인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외국제의 화려한 소재들을 이

용해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쟁 경험은 그녀가 프

랑스 패션 세계에 입성하는데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경에서 4년제 여대를 졸업한 즉시, 직물회사

를 경영하는 캔 모리(Ken Mori)와 결혼을 하였다. 그녀는 일본

에서 대부분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에 지루함을 느껴 수

기노(sugino) 복장학원에서 2년여 동안 패션공부를 하였다. 그

후 1951년 동경의 중심지인 신주쿠(Shinjuku)에 미국과 유럽에

서부터 수입되는 가장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맞은편에

부틱 ‘히요시야’를 창설하였다. 어느 날 일본 영화 제작자가 그

녀 가게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보고 그의 영화에 사용될 의복

을 제작해 달라고 모리에게 부탁하였다. 이것이 그녀가 영화의

상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이 시작된 시점이 되었다. 영화의상은

주인공의 감정 기복에 따라 달라지므로 옷차림은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작품에 따라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한

후 의상을 만들어야 하므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것이 문

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복장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

다. 그 후 10여 년간 500여 편의 영화의상을 디자인하고, 600

여점이 넘는 의상을 제작하여 그녀의 옷을 입은 많은 영화배우

들을 통하여 그녀의 명성을 커졌다(Yuniya, 2004). 그녀는 아마

도 일본에서 ‘디자이너’라고 명명되는 직업을 다른 일본디자이

너들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시작하였으므로 일본 최초의 디자

이너라 할 수 있다. 

Table 1은 하나에 모리의 경력을 나타낸 것으로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hanae-mori.com, 2006, 5)의 내용과 국내

외문헌(정성혜, 1995; 박지영, 2000; Mode et Mode 312,

314)과 인터넷자료(http://www.samsungdesign.ne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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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대표적인 수상경력은 1984년 프랑스로부터 서훈된 ‘슈발리

에’ 예술문화 훈장을 비롯해 1960년 ‘패션 에디터스 클럽상’,

1973년 미국 ‘뉴만 마커스상’, 1978년 파리 ‘유럽일품상’,

1978년 미국 미네소타미술관의 ‘인간 상징상’ 이태리 하이패션

협회의 ‘셔 베스트상’등 최근 1996년에는 일본문화훈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1963년 JAL 항공사 유니폼,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스

키복 등을 제작하였으며, 미찌꼬 황태자비,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 필리핀의 이멜다여사 등 국내외 귀빈의상을 맡으면서 일

본 상류층을 대변하는 가장 유력한 디자이너로 부상하였다.

1978년 동경 중심가에 액세서리, 란제리, 침구류부터 남성과

여성 기성복, 이브닝드레스, 웨딩드레스까지 20여종의 품목들

을 층별로 구성하였고, 맨 윗 층에는 갤러리가 있어 각종 예

술·패션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의식주 전반에 걸친 종합패션

영역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Table 1. 하나에 모리 경력

년대 경력

1920~1950 1926. 1. 8 : 일본 시네마(島根)현에서 출생

1947 : 도쿄여자대학 국문과 졸업, 결혼 후 복장 학원에서 패션 공부

1951 : 신주쿠(新宿)에 스튜디오 설립

1955 : 유명한 쇼핑가인 긴자(Ginza)에 부티크 ‘히요시야(Hiyoshiya)’를 창설 

        영화의상 디자인한 것이 동기가 되어 이후 7년 동안 500여벌이상 일본영화 의상담당 

1960 1960 : 영화의상과 기성복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약한 인연으로 제4회 일본 패션 에 디터스 클럽(Japan Editor's Club)상 수상

1963 : ‘비비드(Vivid)’사 설립. 영화의상제작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프레타포르테로 진출

1965 : 뉴욕 델모니코(Delmonico)호텔에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절찬을 받았음. 뉴욕을 중심으로 활약 

1969 : 미국에서 하나에 모리향수 발표

1970

   

1970 : 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호텔에 하나에 모리 부틱 오픈

1972 : 런던에서 컬렉션 발표, 국제 패션쇼에 참가 

1973 : 뉴욕 7번가에 기성복 쇼룸 오픈, 미국에서 뉴만 마커스(Neiman Marcus)상 수상

1975 : 모나코 그레이스 왕비 초청으로 로우스(Loews)호텔에서 오프닝행사

1976 : 동경 세이브극장에서 ‘하나에 모리의 세계’ 개최 

        파리에 오뜨꾸뛰르 메종 개설, 파리에서 제1회 컬렉션 발표

1977 :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오뜨꾸뛰르 조합에 가입, 정식멤버가 되어 일본을 세계 패션계에 등장시킨 선구자가 됨.

        춘하 오뜨꾸뛰르 컬렉션으로 파리 데뷰

1978 : 동경에 하나에 모리 빌딩 개설

       파리에서 유럽 일품상 수상

       미국 미네소타미술관에서 인간 상징상 수상

     이태리 하이패션협회에서 셔 베스트상 수상

1980 1984 : 프랑스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Chevalier)상 수상

1985 : 이태리 밀라노 스카라좌에서 오페라 ‘나비부인’ 의상담당

1986 : 파리 오페라 발레 ‘신데렐라(Cinderella)’ 의상 디자인

1987 : 극단 4계(四季)의 뮤지컬 ‘에비타(Evita)’ 의상 디자인

1988 : 일본 황제로부터 紫綬章(Purple Ribbon Decoration), 아사히신문에서 일본패션개척자에게 수여하는 朝日賞(Asahi Prize) 수상

        서울올림픽 싱크로나이즈 동메달리스트 小谷實可子선수의 수영복 디자인

1989 : 파리, 레지온 드뇌르 훈장(Lgion d'honneur; 프랑스 최고 훈장)슈발리에 수상

         디자이너 35주년을 기념하여 동경에서 ‘하나에 모리전’ 개최

         몬테 카를로(Monte Carlo)에 부틱 오픈 

1990 1990 : 파리, 모나코에서 ‘하나에 모리전’ 개최

1992 : 스페인 바르세로나 올림픽 일본선수단 유니폼 의상디자인 담당

       제4회 고베 패션 페스티발 메인이벤트로 의상문화전 ‘하나에 모리와 파리 오뜨꾸뛰르’전 개최

1993 : 황태자 결혼식에서 황태자비 예복담당

1994 : 릴레하머(Lillehammer)동계올림픽 일본선수단 공식유니폼 디자인 

1995 : 東京都文化賞수상

1996 : 일본문화훈장 수상,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 음악제에서 개최된 오페라 ‘일렉트라(Elektra)’ 의상 디자인

1997 : 일본 創作能(일본 假面극) ‘高山右近’의 의상 디자인

1998 : 일본에서 ‘하나에 모리와 파리 오뜨꾸뛰르 20년’ 개최

2000 2000 : 파리오페라 발레 ‘신데렐라(Cinderella)’ 재공연 의상 담당, 동경파리아시아뉴욕에서 하나에 모리전 ‘동양과 서양의 만남’, ‘밀

레니엄 컬렉션’ 개최

2002 : HANAE　ＭORI BRAND Co., Ltd. HANAE를 ＭORI ASSOCIATES Co.,Ltd.로 이관하여 계속 운영

2004. 7. 15. : 파리 오뜨꾸뛰르 쇼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

2005 : 부인복 하나에 모리 ‘ALMA EN ROSE’(ALMA는 라틴어로 ‘사람마음’을 의미, ‘ALMA EN ROSE는 장미색으로 충만된 마

음으로 지적이면서 편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25-35세의 미세스 여성을 위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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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에서의 활약과 패션철학

모리는 그녀가 의상을 디자인한 몇 명의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만, '60년대에 텔레비전이 나옴에 따라 일본 영화 산

업은 급속도로 인기가 하락되었고 관객을 잃어갔다. 그녀는 한

때 디자인하는 일을 모두 접고 두 아들, 아키라(Akira)와 케이

(Kei)의 전업 엄마로써 살 생각까지 하였으나 1961년의 파리에

서의 휴가가 그녀의 인생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Yuniya,

2004).

그 당시 일에 지쳐 있었던 모리에게 지금은 고인이 된 모델

인 마쯔모또 히로꼬(松本弘子)가 1월에 가르뎅의 오뜨꾸뛰르 컬

렉션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였다. 파리에서 1개월 정도 머무

르는 동안 호기심에서 샤넬의 오뜨꾸뛰르에서 슈트를 맞추었는

데 완벽한 테일러링이 들어 있는 디자인의 정교함에 매료되었

다. 또한 프랑스 패션계에서는 각각의 분야마다 능숙한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시스템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크게 감

명을 받아 그녀를 디자이너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

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낀 점은 도쿄의 패션은

아직 성장기에도 못 미친데 비해 파리는 패션의 모든 요소가

이미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일본 패션을 국제화시키기로 결심하

였다(Mode et Mode 328, 2004~2005). 

파리에 머무르면서 다소 건강이 회복되어 이번에는 전후 일

본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준 미국은 어떠한 나라일까? 라는

생각에 같은 해 여름 뉴욕으로 갔다.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퍼

스트 레이디였을 당시 피프스 에비뉴(Fifth Avenue)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에서 일본 제품이 형편없이 팔리는 것을 보고 상당

한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그 시절 오페라 나비부인(Madame

Butterfly)에서 나비부인은 매우 불쌍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해

외에서는 당연히 일본을 이해할 수없었으므로 그녀라도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어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에 사로 잡혀 2년 정도

뉴욕에서 공부하였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디자이너로서는 좋

은 기회가 되었고 그 때도 역시 일본을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

을 의식한 첫 발표회는 1965년 뉴욕컬렉션으로 ‘동양과 서양

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일본 무늬와 염색소재로 만든 의상을

발표하여 절찬을 받았다(Mode et Mode 328, 2004~2005). 

Bergdorf Goodman과 Neiman Marcus에서 일하면서 머천다

이징에 관한 것도 공부하였다. 또한 기성복 대량생산 능력을 수

용하여 1963년 영화의상제작을 중단하고 기성복회사를 창설하

기도 하였다. 베트남 전쟁 시 모리의 고객으로 나중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의 요청으로 모나코에서 작품을 발표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 머무르면서 컬렉션을 열었다. 그런

데 의외로 호평을 받아 파리에서 생활하는 계기가 되어 그때부

터 다시 2년 동안 공부하였다(Mode et Mode 328, 2004~

2005).

하나에 모리는 1976년 파리 몽테뉴거리에 메종을 설립하여

1년의 실험기간을 거치고, 오뜨꾸뛰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동

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오뜨꾸뛰르계에 진출하였다. 하나

에 모리가 오뜨꾸뛰르에 가입할 당시는 파리에 멋쟁이 부인들

이 많아 오뜨꾸뛰르의 황금기였다. 조합원으로 인가받으려면 한

시즌을 기다려야하는데 마담 그레가 추천하였고 뉴욕에서 활동

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빠르게 오뜨꾸뛰르의 정회원이 되

었다. 

파리에서 처음에는 검은 옷을 만들까? 여름이니까 흰옷을 만

들까? 라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며 컬렉션 준비하였다. 2~3시

즌 지난 후 헤럴드 트리뷴지의 기자가「프랑스인보다 더 프랑

스적인 것을 만드는 하나에 모리」라 써서 처음에는 찬사의 말

이라 기뻐했는데, 그것이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즉

「일본인이 섣불리 서양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확실히 인식」하고 일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모리는 가부끼라든가 일본스모노와 같이 일본에는 독자

적인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의 감성과 일본의 전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와

의 융합」을 착안하였다(Mode et Mode 328, 2004~2005). 하

나에 모리가 디자인한 작품들은 오뜨꾸뛰르의 의미에 부합하는

독창성있는 디자인과 소재, 문양, 색채 등으로 그 바탕에는 일

본의 전통성과 민족성이 내포되어 있다. 

파리 오뜨꾸뛰르에서 하나에 모리의 의도는 기존 미의식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패션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서

양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겐조나 다른 아방가르드 디

자이너들과는 달리 모리는 서양 의복의 시스템이나 미의 기준

을 부수지 않았다. 즉, 그녀는 일본 어부와 농부가 입는 의복

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사치스러움과

미를 이용해 서양의 미에 그들을 접목시켰다. 따라서 그녀는 기

존의 서구패션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 안에 속하

려고 했다(Yuniya, 2004). 그러나 그녀가 도전하고 싶었던 것은

동양과 일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으로, 이

것으로 인해 하나에 모리는 겐조와 다른 일본 디자이너들보다

일본 패션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4. 하나에 모리 작품경향 분석

하나에 모리 작품을 1970년대부터 2004년 7월 은퇴하기까지

작품경향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외적인 형태는

신체에 밀착되는 서양복식 형태를 추구하나, 내적인 아름다움

은 기모노의 정신이 기본 바탕을 이루어 기모노 형태 재현, 전

통 착장법 응용, 전통형태 응용, 전통문양 응용으로 나타났다.

일본적인 색채와 소재는 본 연구가 실제 실물을 통한 연구가

아니라 사진을 통한 2차적인 분석이므로 정확한 색채와 소재

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1. 기모노(着物)형태 재현

일본의 기모노(着物)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몸에 걸쳐 입는 옷을 총칭하는 뜻으로 의복복

장과 동일한 의미이며, 둘째, 한복처럼 일본 전통 옷 전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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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말로 와후쿠(和服: 일본옷)와 같은 의미, 셋째, 길이가

긴 포 형태의 나가기(長着)로 남녀모두가 착용하는 나가기는 일

본 전통복식을 대표하며 기모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服裝大百科事典 上, 昭和58). 여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포함한 기모노로 하나에 모리 작품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일본인의 전통복인 기모노는 깃·소맷부리·옷자락 등에 개

방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직선으로 재단하여 간략하게 만

드는 남방계의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1~Fig. 6에 나타나 있는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전통 기모노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평

면적이고 직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축 늘어

뜨린 선과 헐렁한 기모노 슬리브로 전개형의 효과를 내어 옷을

체형에 맞추기보다는 체형을 의식하지 않은 듯 한 슬림 실루엣

을 형성하고 있다. Fig. 6에서처럼 옷깃을 젖혀 목덜미의 여성

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일본 고유의 착장법인 누키에몽(拔き

衣紋), 넓고 깊게 파진 깃과 소매, 타이트한 스커트 폭 등을 통

해 인체를 덮는 직선적인 실루엣은 의복이 인체에 밀착되기는

하나 체형을 덮는 형태이므로 복식 형태가 강조되는 서양복식

처럼 인체의 선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실루엣은 넓고

평평한 형태이나 아래가 곧고 좁으며 허리선이 없어 Fig. 4처

럼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강조되지 않은 실루엣과 몸에 맞는

Fig. 1과 같은 시스(sheath)실루엣으로 일본여성의 신비스러운

미를 표현하고 있다.

4.2. 전통 착장법 응용

일본 전통복식의 착장법은 layering으로 겨울의 방한을 위해

기모노를 여러겹 입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또한 기모노는 전체

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품에 여유가 있으며, 전개형으로 앞

이 트여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어 있다. 앞여밈에 기모

노의 장식띠인 오비(帶)를 두르고 오비가 흘러내리지 않게 오

비지메(帶締め)로 고정시켜 착용하게 된다. 오비는 에도시대 중

기까지는 가늘고 긴 끈을 앞쪽으로 묶어 늘어뜨리는 단순한 형

태이었으나(황춘섭, 1998), 그 이후 가부키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의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

하여 오비를 화려하게 만들어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기모노의 착장법은 Fig. 7~Fig. 12에 나타

나 있듯이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나에

모리작품에 나타난 레이어링의 특징은 평면적인 기모노 형태의

드레스위에 전개형 형태의 얇은 쉬폰을 둘러 여성미를 나타낸

것, Fig. 7과 같이 서양식의 오프 숄더 네크라인(off shoulder

neckline)원피스나 원 숄더 네크라인(one shoulder neckline)원

피스 드레스 위에 코트나 재킷을 겹쳐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겹쳐 입은 쉬폰 자락을 펼치면 Fig. 26에서 볼 수 있듯

이 파도치는 모습을, 그리고 Fig. 37과 Fig. 41처럼 오벌 실루

엣을 형성하여 나비나 학이 나는 형상을 연출하였다. 또한 Fig.

20과 같이 코트의 안감에 화려한 초화무늬, 부채무늬, 목단꽃무

늬, 그리고 Fig. 34처럼 옵티컬 무늬까지도 넣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미의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감싸는 현상은 일본문화

의 독특한 양상으로 그녀의 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 보이는 오비 장식은 Fig. 7~Fig. 9에

서 보이는 것처럼 전통적인 오비와 오비지메를 현대적으로 재

현한 작품의 허리에 장식한 것은 물론이고, 큐비즘풍의 무늬가

있는 슬림 실루엣 드레스와 Fig. 10과 같이 시 스루 소재의

롱 드레스 위에 오비와 오비지매로 장식한 것, Fig. 12처럼 감

으로 염색한 샤갈의 그림을 프린트 한 드레스위에 코르셋 형으

로 오비를 변형시켜 허리부분에 장식벨트로 이용하였다. 그리

고 오비 묶는 방법도 전통적인 기모노의 착장법을 응용한 것,

Fig. 11과 같이 오비 매듭장식이 앞으로 오게 한 것, 새쉬 벨

트처럼 묶어 늘어뜨린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본 전통복식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오비는 많은 서구의 디

자이너들이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는 아이템의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일본의 평면적 착장법은 착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체위에

서 다양하게 재창조될 수 있는 비구조성을 지니고 있어 착용

전에 이미 형이 고정되어 있는 서구복식과는 구별되어 세계무

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겠다.

4.3. 전통형태 응용 

형태미상 서양복식과 구별되는 일본복식의 특성은 Fig. 13에

서 Fig. 18에 나타나 있듯이 비구조적인 형태, 좌우 비대칭적

인 요소, 아르누보적 곡선, 그리고 기모노이외의 일본 복식과

가면극 복장을 들 수 있다. 일본복식은 착장을 통해 복식의 실

루엣이 완성되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나타내므로 서양복식의

개념에서 보면 복식은 인체에 맞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고정관

념을 깬 것이다. 하나에 모리작품에서 보이는 비구조적인 특징

은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가와쿠보처럼 서구 패

션의 속성을 깨는 빈곤한 탈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Fig. 13처

럼 일본 전통복식의 비구조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우아하며 기

품있는 여성미를 창조하고 있다. 

하나에 모리작품에 나타난 비대칭적인 요소로는 한쪽 어깨

만 드러내는 원 오프숄더 네크라인(one-off shoulder neckline,

Fig. 13), 그리고 Fig. 14와 같은 사선형 네크라인과 아르 누보

적인 곡선이 있다. 그 밖에 어깨를 드러낸 오프 숄더 네크라인

에 가슴을 깊이 판 브이 네트라인을 혼합시켜 창조한 다양한

네크라인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섹시함과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에 모리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보이는 비

대칭적인 요소는 정해진 규격미를 거부하고 자율적인 표현성에

미의 가치를 두었다.

2002SS컬렉션에서는 기모노 이외에 일본의 전통적인 복식형

태를 응용한 것으로 Fig. 15에서 볼 수 있는 남자 바지인 볼

륨있는 하카마(袴) 팬츠를 튤 쉬폰 바탕에 오간지를 층층이 겹

친 새하얀 탱크톱과 조합시켰다. 1999~2000AW컬렉션에서 일

본전통 가면무극의 하나인 노가쿠(能樂)복장 차림의 노가쿠시

(能樂師)가 Fig. 16에서와 같이 전신을 흰색으로 치장한 가면의

상을 입은 것이며, Fig. 17은 크게 누빈 가부키(歌舞伎) 배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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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드레스에 장식하여 일본전통문화를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4.4. 전통문양 응용

하나에 모리 복식에 나타난 문양은 일본의 전성기였던 에도

막부시대(江戶幕府; 1600~1867)의 색상과 문양, 문화적 분위기

를 차용하여 현대화하였다(월간 멋, 1989, 6). 그리고 일본 전

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것으로 자연문양 중에서 식물·

동물·자연환경을 이용한 문양이 있으며, 인공문양에서는 놀이

문화에 근원을 둔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이 있다. 

자연문양 : 하나에 모리작품에 나타난 식물문양으로 사군자

인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벚꽃·화초문·목단·운문·

당초문·과실문 등이 있다. 꽃문양은 하나에 모리 의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다채로운 색으로 의복 전체에 표현하기

도 하지만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면으로 채우거나 트리밍으로

표현했다. 

우아하게 가지를 뻗은 난초문양과 곧은 절개와 생명감이 넘

치는 무로마찌(室町)시대 병풍에서 유래된 대나무문양(Mode et

Mode 282, 1993SS)을 새틴에 프린트한 하나에 모리의 이브닝

드레스는 의복이 아니라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며, 이는

서양문화권에서는 볼 수 없는 회화풍 구도로 전개형 구조를 가

진 동양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Fig. 19

에서 볼 수 있는 원피스는 의복을 캔버스로 보고 대나무 문양

을 스커트 부분과 소매부분에 걸쳐 프린트함으로써 시각적인

무게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안정감과 문양의 위엄과 웅장함을

느끼게 구성하였다. 한편 Fig. 20과 같은 타이트한 인어 라인

드레스위에 걸친 카프탄 형태의 가운에도 난초문양을 넣어 전

체 실루엣이 주변과의 개방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국화문양은 천황가의 황실문양으로 검정 슈미즈 드레스위에

붉은색과 흰색의 커다란 국화모양을 장식하거나, Fig. 22처럼

코발트 블루의 원 숄더 드레스 아래 부분과 양팔에 두른 쉬폰

숄의 양쪽에 펴오르는 커다란 국화를 장식하여 자포니즘이 건

재함을 과시하였다. 

벚꽃은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꽃으로 일본민족과 봄을 상징

하는 것으로 하나에 모리는 1998SS에서 Fig. 23에서와 같이

하늘빛 쉬폰에 가늘고 늘어지는 벚꽃으로 프린트 된 작품으로

화창한 봄날을 표현하였다.

하나에 모리작품에 나타난 동물문양은 나비, 학, 잉어, 호랑

이 등이 있다. 여러 문양 가운데 특히 나비 문양을 가장 많이

작품에 표현하여 그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은퇴할 때까지도 나비를 표현하지 않은 컬렉션은 거의 없을 정

도 반드시 나비문양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녀가 태어난 시네마

현 근처는 많은 나비의 서식처로도 유명한 것도 있지만(박지영,

2000), 무엇보다도 모던하고 우아한 나비문양을 통해 일본 여

성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그녀의 강한 의지와

사명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Fig. 37~Fig. 39에 나

타나 있듯이 나비의 형태·색깔 그리고 나비가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까지 갖가지 형태로 변형시킨 나비문양은 의복 전체 또

는 부분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입체적인 나비 모양을 의복에 부

착하거나 실루엣 안의 선이나 면으로 표현하여 단아하며 우아

하게 표현하였다. 

학문양은 2004~2005AW컬렉션에서 검정 뷔스티에 드레스,

Fig. 40과 같은 붉은 색 어시미트리 네크라인 드레스, 그리고

Fig. 41에 나타나 있는 골드 새틴 이브닝드레스와 카프탄 형의

가운에 깃털달린 붉은 머리 학을 수놓아 일본 여인의 모습을

고고한 학의 모습으로 부각시켰다.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도 잉어와 파도 문양이 들어간 작품을

볼 수 있다. 1995SS컬렉션에서는 Fig. 24처럼 실크새틴 이브닝

드레스에 잉어(鯉)를 대담한 구도로 표현하였으며, 1996SS컬렉

션에서 드레스에 큼직하게 프린트된 잉어는 흰색바탕에 검정색

으로 잉어와 비늘을 형상화시켜 의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2004SS컬렉션에서는 Fig. 2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나비와 노니는 호랑이를 자수와 프린트로 대담하게 표

현한 작품으로 독창성을 표현하였다.

자연 환경 문양으로는 후지산, 파도, 별과 같은 자연환경에

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문양으로 나타내었다. 2003SS컬렉션에

서는 일본목판화의 거장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齊; 1760~

1849)의 후가쿠 36경(富嶽 三十六景)에서 거대한 파도(波) 뒤로

보이는 후지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을 Fig. 26처럼 프린트로 나

타내어, 바다의 블루는 빛의 가감됨에 따라 미묘한 농염을 반

영하고,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의 격렬함을 대담한 구도로 묘사

하여 드레스를 보다 더 액티브하게 표현하였다. 파도머리의 격

렬함과 바다의 블루 농담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에서 하나에 모

리의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기 위한 에콜로지컬 한 것을 소중

히 여기는 마음’을 엿 볼 수 있다(Mode et Mode 322,

2003SS). 또한 파도모양은 Fig. 50처럼 같은 소재의 스톨로 구

성된 이브닝드레스에서 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경쾌하게 흔

들리는 겹겹이 겹쳐진 꽃잎모양의 스커트(Fig. 49)에서도, 때로

는 Fig. 61처럼 재킷의 앞섶에서도 파도를 연상시키는 프릴의

완만한 곡선으로 대체되었다.

1994SS에서는 발표장 전체를 혹성(planetarium)처럼 장식하

여 여름하늘을 총총히 메운 별처럼 하나에 모리 작품에도 모조

보석(strass, paste)단추와 Fig. 32에 나타나있는 큼직한 별모양

장식과 Fig. 33과 같이 가슴과 소매에는 팝아트무늬와 허리에

별모양 브로치로 장식하였다.

인공문양 :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공문양으로

는 부채, 문자, 가부끼 배우, 풍속화 등을 문양으로 나타내었다.

부채는 하나에 모리 작품에 나비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는 문

양으로 우아하고 경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부채

는 헤이안(平安)시대 흐르는 물에 부채를 띄어 놓고 놀았던 것

에서 유래된 무늬로 Fig. 42~Fig. 4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작품에서는 활짝 펼쳐진 것, 반만 펴진 것 또는 접은 것, 부채

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연속무늬 형태, 그리고 장식용으로 손

에 잡은 것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1993

AW컬렉션에서는 ‘전통적인 일본풍’이 나타나 부채와 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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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한 호몬기(訪問着)와 도메소데(留袖)風의 이브닝 드레스

를 품위있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Mode et Mode 280,

1992~1993AW).

2004SS 컬렉션에서는 쉬폰에 붓으로 그린 일본 문자를 프린

트한 드레스, Fig. 28과 같이 붓글씨와 나비가 춤추는 드레스

등의 안정된 작품을 발표하여,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도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에 나오는 미의 개념인 ‘꾸미지 않는

미의식’과 건축이나 서예에서 볼 수 있는 현란하고 화려한 색

을 싫어하는 불투명의 미, 눈앞의 불완전이 아니라 완성의 부

정으로서의 미완성 혹은 불완전성의 미를 가진 禪사상(김순희,

1996)을 복식으로 표현하였다 할 수 있다. 

우키요에(浮世繪)는 일본 무로마찌 시대부터 에도시대 말기

까지의 회화양식으로 목판화로 제작된 풍속화가 대부분이지만,

풍속화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일본만의 고유명사이다(안혜정,

2003). 우키요에에는 일본의 풍경, 풍속, 인물, 생활상 등이 묘

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라 하겠다. 2001~2002AW

컬렉션에서는 에도시대 후기 풍속화가인 우다가와 히로시게(歌

川廣重; 1797~1858)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일본교(日本橋)의 풍

경을 Fig. 36과 같이 보라색 쉬폰의 얇은 천위에 비즈자수로

재현하는 한편, 우아함·안정성·오뜨꾸뛰르 본래의 아름다움,

이 3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잘 융합시켰다.

기타문양 : 이상에서 언급한 문양 이외에 하나에 모리 작품

에 보이는 문양은 아래와 같다.

1990~1991AW컬렉션에서 Fig. 30과 같이 반 고호를 테마로

슬림한 야회복에서 작은 진주와 비드 자수로 인상파 거장의 격

렬하게 움직이는 하늘, 바람에 요동치는 나무들, 태양에 이글거

리는 남쪽의 지붕 등이 하나에 모리의 단아하면서도 얌전한 드

레스로 재현되어 한 작품 속에 정(靜)과 동(動)의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 즉, 묵화도 나비도 좋지만 고호를 일본의 섬세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고 진보이기도 하며 일본 자수기

술의 개가이기도 하였다(Mode et Mode 272, 1990~1991 AW). 

1991~1992SS컬렉션에서는 다이나믹한 구도로 전신에 배치

된 Fig. 31과 같은 멀티칼라의 팝아트가 프린트된 이브닝 드레

스, 1999SS컬렉션에서는 쉬폰에 Fig. 8과 같이 큐비즘풍의 스

케치로 치밀하게 자수를 놓은 기모노풍의 롱 드레스와 새틴으

로 트리밍한 실크 기모노 코트를 조합시킨 격조높은 작품을 발

표, 2000~2001AW컬렉션에서 Fig. 2와 같은 파비즘(fauvism;

야수주의)풍의 회화가 들어간 자카드 원피스를, 2004SS에서는

Table 2. 하나에 모리 작품 경향과 미적 특성



 하나에 모리(Hanae Mori) 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621

Fig. 29와 같이 일본전통문양을 도식화한 것과 팝아트 무늬를

결부시킨 뷔스티에 드레스가 등장하여 예술과 패션을 접목시킨

작품을 볼 수 있다.

1994~1995AW에서는 Fig. 63처럼 흰색 바탕에 갈색 격자무

늬를 상하 서로 다른 크기의 체크로 변화를 주어 섬세한 느낌

을 보여주는 앙상블, 글렌 체크와 짙은 바탕에 흰색 chalk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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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e의 클래식 슈트의 앞길 겹쳐지는 부분에, 그리고 단(비대

칭 햄라인)에도 사용하였다.

2000~2001AW컬렉션에서 하나에 모리 오뜨꾸뛰르는 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기교를 부리지 않는 진정한 정통파(othodox)

로 Fig. 62에서 볼 수 있듯이 네크라인과 앞단에 선 장식으로

상당히 공을 드린 hound tooth 무늬 슈트에서 하나에 모리 작

품의 고도의 기술과 완성도를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하나에 모리 작품을 고찰한 바와 같이 서양적인 실

루엣에 일본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는 하나에 모리 작품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미적 특성

을 도출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5. 미적 특성

하나에 모리 복식에 표출된 작품경향을 분석한 결과 그 작

품 속에 나타난 미적특성은 자포니즘을 통한 동서양의 융합, 자

연주의, 페미니즘, 에로티시즘, 모더니즘으로 분석 도출하였다.

5.1. 자포니즘(Japonism)을 통한 동서양의 융합(East Meets

West)

자포니즘(Japonism)은 하나의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된 것이 아니라 유럽인이 일본미술을 사랑하고 수집하는 ‘일

본취미’를 의미하는 프랑스 조어로 프랑스 미술비평가 필립 뷰

르티(Philippe Burty; 1830~1890)가 프랑스 예술에 영향을 미

친 일본 스타일에 관한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포니즘이라 명

명된 것이다(Yuniya, 2004).

1951년 하나에 모리가 창작활동을 시작해온 이후 계속 일관

되게 표현해온 컨셉은「East Meets West-동양과 서양의 융합」

이다. 서양에서 본, 서양이 만난 일본적 미의식을 추구하는 것

이 하나에 모리가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디자인 이념이다. 즉,

품격이라는 베일 속에 덮힌 대담한 모더니즘, 전통 속에서 배양

된 단아한 엘레강스, 자연미와 패션을 융합시킨 뛰어난 창조성으

로 동서양의 융합을 추구하였다(http://www.hanae-mori.com).

그녀가 40년 전 처음으로 뉴욕에서 데뷔하였을 때　평론가

와의 인터뷰 제목이「East Meets West」였다. 당시「Meets」

라는 의미는「만남」이었지만 지금은「융합」이라는 말로

전환되었다. 그녀에게 세계를 무대삼아 일하는 것 이상으로 소

중한 것은 문화적인 배경으로서의 일본이라는 근본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한 백화점 지하에서 형편없이 일본 제품이 팔

리는 것을 보고 느낀 고통스러움, 불쌍하게만 묘사된 오페라 나

비부인을 보고 일본을 세계에 알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에 사로 잡혔다. 그래서 1965년 최

초로 뉴욕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나비문양으로 프린트한 작품을

발표한 것이 일본을 의식한 첫 작품이 되었다. 동양인으로서 최

초로 파리 오뜨꾸뛰르 조합의 정회원이 된 모리 하나에가 처음

으로 파리 컬렉션을 개최한 것은 1977년 춘하, 그 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여 컬렉션에 참가하여 2004년 7월 7일 개

최된 2004·05추동 컬렉션까지 28년째 제 56회가 되는 컬렉션

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 동안「나부끼는 나비」를 모티브로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디자인 포인트로 삼아 서구스타일과는

다른 자포니즘을 융합시킨 기품있는 작품을 연속되게 일관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Mode et Mode, 328).

4장 하나에 모리 작품 경향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자포니즘적인 요소는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재현

과 일본 전통문양응용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전통복식형태는 기

모노의 형태재현, 전통적인 착장법,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응용

으로서 기모노의 형태재현은 기모노(着物)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직선적인 형으로 품에

여유가 있는 전개형으로 앞이 트여있어 좌우 앞자락을 겹쳐서

여미고 오비를 매어 고정시켜 표현하였다.

기모노는 착용 전에 이미 형태가 고정된 서구 복식과는 달

리 착용 후 그 형태가 한 장의 천으로 다양하게 창조되는 직

선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기모노 위에 Fig. 7~Fig. 12처

럼 오비와 오비지메로 묶음으로서 기모노의 진정한 형태가 나

타나게 된다. 하나에 모리는 이러한 특성과 착용 방법을 가진

일본 패션과 문화를 서구 의상과 접목시켰다. Fig. 2와 Fig. 4

처럼 직선적인 실루엣이나 깃·소매 등의 개방적인 형태, 부드

러운 실크 소재, 그리고 Fig. 6처럼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

키는 회화풍 구도와 일본특유의 문양 배치법 등으로 일본 기모

노의 특징적인 면을 현대의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일본 전통문양응용에서는 서양복식 형태에 기모노에

사용된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적인 요소가 가장 짙게 나타

났다. 예를 들면 Fig. 21에서 복식 형태는 서양식실루엣의 원

오프 숄더 드레스이지만 문양은 당초문과 등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꽃문양이 서로 어우러진 모습에서 전통적인 일본의 정원

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 동서양의 융합을 엿 볼 수 있다.

1993~1994AW 쇼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자포니즘은 ‘가부

키’와 ‘드래곤 프린트’, 그리고 일본북(和太)소리에 맞추어 전

통적인 일본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노래와 춤과 연기가 어울어

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연극인 가부키(歌舞伎)배우의 얼굴

을 Fig. 17처럼 유선(流線)과 파선(波線)과 같은 파도를 연상시

키는 곡선과 연결시킨 프린트 드레스에서, 그리고 2004~2005

컬렉션에서는 가부키배우 모티브를 Fig. 35와 같이 드레스의 앞

뒤면에 크게 장식하여 하나에 모리가 목표로 하는 동양과 서양,

파리와 일본문화와의 융합의 미를 나타내었다.

1996~1997AW에서 벚꽃(櫻), 대나무(竹), 파도(波)가 그려진

안감이 엿보이는 검은 턱시도 코트, 기모노를 연상시키는 적갈

색 숄칼라가 달린 완벽한 테일러링을 나타내는 슈트에는 빛나

는 은사로 은파(銀波)처럼 수놓은 섬세한 자수를 놓아 일본인

의 감성을 표현하였다(Mode et Mode 296, 1996~1997AW).

이와같이 은파와 같은 섬세한 자수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융합

이 어우러진 작품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나에 모리 작품의 대부분은 외적인 형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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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밀착되는 서양복식 형태를 추구하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기모노의 정신이 기본 바탕이 되어 서구 패션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형태를 가진 자포니즘으로 개화되었다.

 

5.2. 자연주의(Naturalism)

자연주의란 자연대상을 양식화하거나 어떤 관념적 표현을 행

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태도이다(세계

미술용어사전, 1999). 하나에 모리 작품세계도 자연주의를 바탕

으로 자연에서 주제를 얻고, 그것을 의상의 표면 구조 위에 사

실적, 추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연에 내재된 정서를 담고자

하였다. 그녀의 작품에서 자연주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부분은 실루엣과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주의적인 정

신을 토대로 일본 기모노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인 실루엣의

평면적 구성의 단순함은 드레이퍼리(drapery)의 주름장식으로

과장되지 않은 인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미적 효과를 창

출하였다. 자연주의적 성격은 직물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인 곡

선을 사용한 식물문양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Fig. 14

와 같이 드레스에 나타난 흐르는 듯한 곡선, 자수된 식물문양

은 아르누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자연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자연주의적 요소들은 에콜로지적인 요소들과

도 결합하여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입체미

를 나타내며, 자연스러운 어깨선을 나타내는 차분한 실루엣, 그

리고 자연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은 자연

물을 대상으로 한 무늬나 자연속의 생물들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나에 모리 컬렉션에는 일본인이 사랑하

는 4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반영시켰다. 그 중에서도

나비와 꽃은 자연의 상징이며 미의 상징으로 하나에 모리 작품

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패션 아이콘(icon)이다. 

하나에 모리에게 나비는 봄의 이미지도 되고 희망의 상징이

기도 하였다. 하나에 모리는 현대 일본여성의 매력을 세계에 전

하기 위해 ‘모던한 나비’를 창조하여 ‘점보 비행기’처럼 나비

가 날아가길 원했다. 우아하지만 수명이 짧은 나비들이 자유롭

고 생기있게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북돋아 주고 싶었다. 따라서 하나에 모리 작품

에 표현된 나비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http://www.hanae-mori.com). 

꽃은 하나에 모리를 절대적으로 상징하는 또 다른 요소로 계

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그 아름다움을 표현

하고 있다. 목단꽃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꽃잎의 겹쳐짐의 우

아함, 장미꽃의 자존심을 과시하는 화려함, 또 백합꽃에서 풍겨

지는 고귀한 우아함, 튤립꽃의 가련한 사랑스러움, 은방울꽃의

청결함, 미모사(함수초)의 온순함과 상냥함 등등, 그러나 그 모

든 꽃들의 수명 또한 짧지만(http://www.hanae-mori.com),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비의 덧없음과도 통하며, 무

상한 우리네의 인생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4계

절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활기 넘치는 인생

의 빛나는 이미지를 하나에 모리는 패션과 접목시켰다.

따라서 그녀의 의상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요소는 인공

적이거나 경직된 직선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체의 곡선을 부각시

키는 실루엣과 자수나 주름 등에 의한 질감 표현, 그리고 자연

에서 영감을 받은 꽃나비새물고기 등과 같이 동식물 문양의 자

연 친화적인 면을 강조하여 자연색을 기본으로 한 짙고 화려하

며 다채로운 색채로 복식에 표현하였다. 

5.3.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미나

(Femina)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권주의 또는 여성주의를 뜻하며,

17세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여성해방운동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각 또는 이론체계를 말하는 것이다(오성환, 1994).

18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초창기 페니미즘 운동가들은

남녀평등을 복장의 평등화로부터 시도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이

테일러드슈트에 바지를 착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60년대 말

부터 재기되기 시작한 신 페미니즘은 테일러드슈트를 착용함으

로써 오히려 남성의 우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모순이 있음을

알게 되어, 형식에 얽매여 있고 획일적인 테일러드슈트를 벗어

내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인체를 드러내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패션이 주도하게 되었다. 1980

년대 중반부터 남성과 여성이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것을 거

부하고 양쪽 모두를 공유하는 양성적 스타일(androgynous

style)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 자체의 구

분이 없는 무성·중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성의 해체 내지 성을

파괴시키는 의복 스타일이 표현되기 시작했다(권미정 외, 1999)

이와같이 페미니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남성 주도 사회가 형

성해 온 여성에 대한 성(性)차별적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남성

과 대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재정의함으로 현대 패

션의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

에 모리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적인 요소는 Fig. 45부터 Fig.

50에 나타나 있듯이 성의 해체 내지 성을 파괴시키는 의복 스

타일이 아니라, 기품을 유지한 엘레강스를 조용히 내면으로 숨

긴 전형적인 여성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미적 특징으로 나타내

고 있다(Mode et Mode 282, '93SS). 예를 들면 Fig. 14처럼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곡선, 장

식성있는 유기적인 곡선들로 표현하였다. 또한 아르누보조의 자

수를 놓은 드레스에서 진정한 여성의 우아함을 나타내었다. 

2004~2005컬렉션에서 Fig. 41에서 볼 수 있듯이 새틴과 같

은 광택 소재를 사용하여 문양이 빛에 의해 학이 가지는 본래

의 고귀한 이미지와 여성적인 엘레강스함을 결부시켰다. 

그녀의 복식에서 추구하는 페미니즘적인 요소는 시 스루(sea-

through)소재 사용을 통한 신체노출과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로 나타나는 여성미이다. 그녀가 추구하는 신체노출

은 신체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서구의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

리, Fig. 10과 같이 오건디·쉬폰같은 투명한 옷감 사이로 살

갗을 비쳐 보이게 하는 감춤의 미학을 추구하여 여성미를 나타

내었다. 실루엣 면에서는 허리를 강조한 Fig. 45와 같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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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래스 실루엣, Fig. 47과 같은 인체의 부드러운 곡선을 살

린 피트 앤 플래어 실루엣 등 인위적으로 복식의 외형을 강조

하였으며, 부분적인 형태는 인체를 감싸는 듯 흘러내리는 주름

과 Fig. 50과 같은 볼륨감있고 드라마틱한 러플, 부드러운 커

팅선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그녀가 사용한 주름은 이세이

미야케의 딱딱한 기계주름으로 옷의 기본 구성을 완전히 해체

한 의상과는 달리, 몸에 딱 맞는 서구 스타일로 여성의 신체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듯 부드러운 주름으로 그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적인 페미니즘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장된 러플 칼라

나 윙 칼라, 볼륨감 있는 소매와 스커트를 여러 겹의 천으로

겹쳐 여성의 우아미를 표현하였다. 한편 의상에 표현된 디테일

로서의 레이어링 기법은 스커트, 칼라, 소매 등에 주로 이용되

며 불규칙적인 꽃잎모양으로 여러 겹 겹치거나, Fig. 48과 Fig.

49의 드레스처럼 일정한 모양의 규칙적인 리듬감으로 방향감과

율동감을 주며 전체적으로는 생동감을 나타내어 평면적이고 직

선적인 반복이 아닌 입체적인 반복임으로 섬세한 조형미로 페

미니즘을 나타내었다.

 

5.4. 에로티시즘(Eroticism)

복식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노출, 밀착, 투시, 속옷의 겉옷

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출은 복식 밖으로 신체를 대담하게 들어내는 방법과 슬래

쉬(slash)슬릿(slit) 등의 기법으로 복식사이로 신체의 일부를 드

러내는 방법이다. 밀착은 복식을 신체에 밀착시킴으로서 신체

의 굴곡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투시는 쉬폰·레이스·오간지

와 같은 시 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부위를 간접적으로 노출

시키는 방법이며, 속옷의 겉옷화는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의 형

태를 응용하여 속옷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말한다(조영란,

2004). 

하나에 모리 작품에서는 신체를 직접 노출시켜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보다는 슬래쉬, 슬릿, 구멍 뚫기 등의 기법을 통한 간

접노출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Fig. 3처럼 기모노의 앞트

임을 이용하여 한쪽에 트임을 줌으로써 움직일 때마다 그 트임

사이로 인체의 굴곡이나 피부가 노출되어 간접적인 에로티시즘

을 나타내거나, 앞가슴부위에 슬릿을 깊게 넣어주어 가슴골이

드러나게 하거나, Fig. 33처럼 한쪽어깨나 양쪽어깨를 드러내어

여성적인 에로티시즘을 은근하게 강조하였다. 밀착에 의한 방

법은 피부에 타이트하게 밀착시키는 실루엣으로 Fig. 20처럼 몸

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인체의 섹시한 곡선미(曲線美)를 부

각시켜 보다 직접적인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내었다. 투시에 의

한 방법은 Fig. 55~Fig. 57에 나타나 있듯이 비치는 레이스나

실크 쉬폰, 실크 노방, 망사, 니트, 자카드 등의 소재를 믹스하

여 다양하게 독창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신체 부분 부분이 비처 보이는 시스루(see-through) 효과로 나

타나 상상에 의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에 모리의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2001SS 컬렉션에서 Fig. 58처럼 브래지

어 형태를 응용하여 속옷을 연상시키는 드레스, 얇고 하늘거리

는 소재로 살갗을 비치게 하거나, 겉옷 아래에 프릴이나 레이

스를 달아 속옷이 드러나게 하는 간접적인 겉옷화로 은근한 에

로티시즘으로 동양적인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5.5. 모더니즘(Modernism)

20세기 전기 시대사조인 모더니즘은 20세기의 기계화 산업

화와 함께 지속되었다. 복식 분야에서는 획일성, 동일성, 통일

성을 추구하여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보편적인 스타일의 현대

복식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복식의 형태는 단순(simple)하면서

도 간결한(clean)라인을 추구하며 외형적인 단순미는 직선, 사

선으로 인한 H라인으로 나타난다. 

하나에 모리는 여성미를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이 드레스 종

류보다는 Fig. 51에서 Fig. 54에 나타나 있듯이 정장 슈트류에

서 많이 나타나는 아이템이며, 외형적인 형태에서는 간결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반면, 목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드레이프 된

숄칼라나 곡선형의 테일러드 칼라 등 직선보다는 아르누보적인

부드러운 곡선이 많이 사용되었다(박지영, 2000). Fig. 51과 같

이 한쪽으로 잡은 비대칭적인 주름은 대칭적인 주름보다는 훨

씬 성숙하고 세련된 모더니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에 모리의 작품에서 모던함은 형태감을 나타낼 수 있는

모직(wool)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고, 문양도 형상화된 식물 문

양, 동물 문양, 사물모양보다는 단순한 줄무늬나 글렌 체크, 체

크, 하운드투스, 점무늬 또는 문양이 없는 무지로 모던함을 표

현하였다. 실루엣에서는 Fig. 51~Fig. 54에서 볼 수 있듯이 직선

적인 선과 간결한 장식적인 디테일, 곡선을 이용하여 현대적이

고 심플하며 세련된 여성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으로 표현하였다.

 

6. 결론 및 제언

하나에 모리(Hanae Mori) 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 및 특징, 하나에 모리 생애와 패션철학, 그리

고 하나에 모리 작품 경향분석과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에 모리는 일본 전통복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현대

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최초의 일본 디자이너로 1960~1970년대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전통, 색상과 자연의 혼을 서구적

인 미와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세계로 서구 디자이너들에게 자

극을 주었다.

하나에 모리의 작품경향은 기모노 형태 재현, 전통적인 착장

법, 전통적인 형태응용, 전통문양을 응용으로 한 것으로 일본적

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동양과 서양 미의 융합을

나타내었다.

즉, 기모노(着物)형태 재현에서는 직선적인 실루엣과 평면적

인 구성으로, 전통적인 착장법에서는 레이어링(layering)과 사선

여밈, 그리고 오비(obi)를 응용하여 기모노의 형태를 현대적으

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인 형태응용에서는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 기모노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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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본복식과 가부키(kabuki)복장을 응용하여 동양과 서양, 파

리와 일본문화와의 융합의 미를 나타내었다. 

전통문양 응용에서 가장 일본적인 요소가 짙게 나타난 것으

로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하였다. 식물문양

은 난초, 대나무, 국화, 당초문, 벚꽃, 목단이 있으며, 동물문양

은 나비·학·잉어를 응용했으며, 자연환경문양은 파도·후지

산·별문양을 이용하였고, 인공문양에는 부채·문자·묵화·

인물·풍속화가 있으며, 기타문양으로는 반 고호·팝 아트·

큐비즘·파비즘 등의 테마를 일본요소와 접목시키거나 글렌체

크·하운드 투스·체크·줄무늬를 이용한 문양이 있다. 특히

하나에 모리는 여러 문양 가운데 나비 문양을 가장 많이 작품

에 표현하여 그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봄의 이미지도

되고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여 은퇴할 때까지 나비를 표현하지

않은 컬렉션은 거의 없을 정도 반드시 나비문양이 나타났다. 이

것은 무엇보다도 모던하고 우아한 나비문양을 통해 일본 여성

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녀의 강한 의지와 사

명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꽃은 하나에 모리를 절대

적으로 상징하는 또 다른 요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모티

브로 사용하여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4계절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활기 넘치는 인생의 빛

나는 이미지를 하나에 모리는 패션과 접목시켰다.

하나에 모리는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특성인 비구조적

인 특성을 새로운 복식조형으로서 창조하고 레이어드 룩의 착

장법, 사선의 여밈과 오비 등 일본적인 이미지를 현대패션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녀는 일본의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본적인 이미지를 세계화하는데 주도

적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패션계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면서

패션의 예술성, 조형성 등을 부각시켰다. 

하나에 모리 복식에 표출된 작품경향을 분석한 결과 그 작

품 속에 도출된 미적특성은 일본적인 정서인 자포니즘을 통한

동서양의 융합,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자연주의, 동양의

여성성을 강조한 페미니즘과 여성적인 매력을 표출하는 에로티

시즘, 그리고 간결하고 세련된 모더니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가치는 일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서양과 동양의

융합을 이루어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그녀만의 감성으로 복식

조형의 미적 가치로 표출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하나에 모리는 헤럴드 트리뷴

지 기자의 날카로운 비판에 자극을 받아 일본인의 감성과 일본

의 전통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오뜨꾸뛰르의 의

미에 부합하는 독창성있는 디자인과 소재, 문양, 색채 등 일본

의 전통성과 민족성이 내포된 것으로 세계무대에 일본패션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

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이 도약을 하려면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 요

소 개발이 시급하며,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자이너나

적극적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는데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겠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5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

업비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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