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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and meanings of the decoration which has appeared on fash-
ion magazines from 1995 through 2005.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1627 decorations represented in fashion
magazine focused on blouse, jacket and one-piece. As a result of this study I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dec-
oration reflects a life-style that modern people persue comfort, casual wear. Second, the decoration redefines the feminine
identity by fusing different factors of fashion style. Third, the decoration reflects the hybrid tendencies through recon-
struction by merging different culture or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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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하나의 사조로 설명될 수 없는 다원적이고 복합

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패션 또한 다양

한 스타일과 룩이 공존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패션은 과거

의 복식을 떠받치고 있던 엄격한 도덕적, 미적 규범과 위계질

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미

학적 매체이자 표현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 패션

에서는 위엄이나 상징성보다는 세련됨과 개인적 쾌락, 장식성

이 중시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에서 키치, 혼성모방, 패러디 등으로 나

타나며 이들은 장식적인 측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장식은 감

성을 중시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기계문명에 만연해진 상품들 속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윤수인, 2003) 패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

라서 장식은 미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신체를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품목, 헤어, 메이크업, 패

션소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의 패션에서 트렌드의 변화와

디자이너의 미적 가치관에 따라 매우 기발하고 독창적인 방식

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

한 의복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의상 장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름(김지영, 2005;

양희영, 양숙희, 2007; 윤진아, 2006)과 플리츠(손영미, 이수현,

2004; 이은경, 1991; 이유경, 1994), 턱(조진숙, 2004), 포켓(조

경자, 1993), 비즈(이슬아, 2004) 등의 한 가지 방식의 장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식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연

구로는 의상 장식을 구조적인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세분화하여

근세·근대시대에 나타난 장식적인 디자인과 실루엣과의 관련

성을 연구한 논문(박샛별, 2000)과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을 고대부터 근대까지 고찰한 논문(이순홍, 2003)이 있다.

그러나 최근 패션디자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장식적 표현경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패션잡지에서 보여지는 장식의 경향을 좀 더 실증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앞으로의 장식트렌드를 예측하고 의복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요소로서 장식의 의의를 확인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패션 잡지는 독자에게 패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을 목적

으로 하여 지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세계의

패션 동향, 유행 스타일 제시, 의류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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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을 주 내용으로 패션 전반에 걸친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독자에게 패션 정보를 제공한다. 패션사진 기사는 의도된 목적

에 따라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주체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일반

잡지의 사진기사와 구별되는 차이를 보인다. 사진에서 전달되

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에 있으며

오늘날의 패션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연출이 이

루어진다. 특히 패션 광고는 이 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 명확

한 타겟에 의한 높은 소구효율, 독자의 특정 목적이나 의식과

강하게 밀착된 높은 신뢰와 관심도, 고도의 인쇄기술로 상품의

재현이나 표현에 따른 용이성, 열독의 성향에 따른 노출의 다

빈도성을 가지므로 어떤 매체보다 우선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잡지의 분석을 토대로

최근 뚜렷한 장식적 표현경향을 보여주는 아이템인 재킷, 블라

우스, 원피스에 나타난 장식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Elle 잡

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범위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

월과 9월에 게재된 국내외 패션 브랜드 광고 및 화보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Elle는 1992년 11월 발간된 국내 최초 해외

라이센스 잡지로서 가장 선호되는 잡지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

라 발행연도가 비교적 연속성이 있고 발행부수가 안정적이며

세계유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패션산업과 소비자의 가치변

화를 반영하여 트렌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패션전문잡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미니멀리즘의 경향이 강했던 밀레니엄 전 5년과 로맨티시즘을

비롯한 장식적 경향이 강했던 밀레니엄 후 5년의 총 11년간의

국내 장식의 경향을 스타일, 아이템, 소재, 문양과의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택된 패션사진은 계절적 변

수를 최소화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연간 4분기로 축

소하여 사진을 추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하는 재킷

, 블라우스, 원피스의 빈도가 6월과 12월에 매우 낮아(6월에는

수영복의 빈도가 높았고 12월에는 코트의 빈도가 높았다) 3월

과 9월의 패션 사진이 활용되었다. 조사 대상 자료는 이 기간

동안 잡지에 나타난 여성복 광고 및 화보로서, 그 선택 기준은

전면을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전체 화면에서 신체 비율 2/3이상

인 사진으로 한정하였다. 장식의 빈도 및 연도와 스타일, 소재

별 상관성검증을 위해 총 1627건의 장식에 대해 SPSS통계 패

키지(v.13)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분석요목

장식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요목은 패션잡지를 대상

으로 고찰한 연구(박수진, 박길순, 2008; 유홍식, 황선진, 2003;

이은숙, 김새봄, 2005; 최경희, 2008)에 사용된 분류 기준을 근

거로 하여 추출하고 새로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인 재

킷, 블라우스, 원피스 아이템에 나타난 장식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식 유형, 스타일, 소재별 분석요목을 Table 1에서와 같

이 구분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패션 잡지에 나타난 장식경향

장식 유형별, 아이템별, 패션 스타일 별, 소재별로 나누어 살

펴본 장식 경향은 다음과 같다.

3.1.1. 장식유형에 따른 경향

장식은 단추, 지퍼, 포켓, 비즈, 스팽글, 레이스, 리본, 스트링

, 파이핑, 벨트, 테이프, 탭, 고무단 등의 부착장식과 플리츠, 개

더, 셔링, 프릴, 러플, 드레이프 등의 주름장식, 프린팅, 스티치,

자수 등의 회화장식, 슬래쉬, 펀칭 등의 해체장식과 장식없음으

로 분류하였는데 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장식의 빈도를 살펴보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장식의 경우 기능성을 강조하는 단추나 지퍼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름장식의 빈도는 1996년 4.8%,

1998년 6.0%, 2000년 13.6%, 2002년 27.9%, 2005년 36.8%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를 중심으

로 장식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21세기 초 유행하였

Table 1. 장식의 분석 요목

구분 종류

장식유형

부착기법 단추, 지퍼, 포켓, 스트링, 벨트, 에퓨렛, 탭, 고무단, 비즈/스팽글, 파이핑/바인딩, 레이스, 리본, 아플리케

주름기법 턱/플리츠, 개더/셔링, 러플/프릴, 스모킹, 드레이프, 크링클

회화기법 스티치, 퀼팅, 자수, 프린팅

해체기법 슬릿, 슬래쉬/펀칭, 프린징, 올풀기, 헤지게하기

혼합기법 부착+회화, 해체+부착, 부착+주름+해체 등의 혼합장식

스타일
단독 스타일 미니멀, 로맨틱, 매니쉬, 밀리터리, 히피, 에스닉, 사이버, 스포티, 아방가르드, 페미닌, 캐주얼, 

혼합 스타일 매니쉬+패미닌, 미니멀+스포티, 로맨틱+스포티, 로맨틱+매니쉬, 사이버+로맨틱, 사이버+스포티

소재 직물, 편물, 망사/레이스, 가죽(피혁), 털(모피), 진,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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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로맨틱 스타일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화

장식의 경우 자수, 프린팅 등도 빈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식없음의 빈도 역시 감소하는 추세

로 1996년 49.6%이던 장식없음이 2005년에는 2.9%로 나타나

의복의 장식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부활로 인해 복식에서도 최소지향

적인 표현이 크게 부각되었다. 1960년대에 출현한 미니멀리즘

은 전통회화와 조각이 지녔던 허구적 공간에 대한 부정으로부

터 출발하여 기존의 예술에 관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부정과

그러한 요소들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일을 실현시켜 현대미술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고 이후 건축, 회화, 조각, 인테리어, 환

경, 섬유, 패션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 발전되었

다. 이재정(1999)은 1990년대 미니멀리즘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과거, 미래, 현재적 요소와 하이테크와 자연회귀, 해

체 등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던시대에 있어서의 과거시대로의

Retro현상, 지역적 다원주의로부터 비롯한 묵시적이고 명상적

태도를 지닌 미니멀리즘의 회귀, 또는 디자이너의 단순한 조형

의식 등을 언급한바 있으며, 미니멀리즘이 포스트모던의 요소

를 내포하고 그 이행을 매개하였으므로, 미니멀리즘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연혜란, 양진숙, 2004).

20세기 후반에는 다원화, 다양화, 복합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적인 경향을 모이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서 단순

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적인 표현이 패션에 재등장함

에 따라 현대패션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중요성이 다시 재인

식되었다. 미니멀리즘이 다시 부각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장식

적 요소에 대한 최소화 표현정신이 현대 사회의 기능존중이라

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최해주, 정

영선, 2001). 

위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천년 여성복 패션에서 ‘로

맨틱’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식적

표현이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어왔다(이효진, 2003).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인간본연의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 중요해지면서

세기말까지 팽배해 있던 차갑고 냉정하며, 절제된 패션 트렌드

는 이질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좀 더 인

간미 넘치던 과거의 것들에서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

으며 그들의 아이디어는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지

는 자유로운 디자인과 장식으로 표출되었다(신해정,하지수
1999). 

21세기의 사회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환적 시기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반

면, 자아 개념이 붕괴되고 자아의 정체성이나 확실성이 모호해

져 근원 없는 현대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분열된 주

관성은 문화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

은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에 젖게 되었으며 과거를 새롭게

인식,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

로 탈출구를 찾아왔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유행의 흐름 속

에서 현대패션에서 로맨틱 이미지의 대두는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에 옛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

타난 로맨틱 이미지는 사회적 흐름 및 패션 트렌드에 따라 많

은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 혼합되어 표현

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개념의 이

미지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영현, 양취경, 2005). 

3.1.2. 아이템별 장식의 경향 

최근의 장식적 변화가 두드러진 아이템인 재킷, 블라우스, 원

피스에 나타난 장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식없음의 항목은 재킷 24%,

Fig. 1. 연도별 장식의 빈도

Fig. 2. 아이템별 장식의 빈도



73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5호, 2008년

블라우스 29.8%, 원피스 24.2%로 비슷하였는데, 재킷에서는 단

추, 포켓, 벨트 등의 기능적인 역할의 장식의 빈도가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고무단, 스티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블라우스

에서는 개더/셔링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러플/프릴,

리본, 스트링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블라우스와 비슷한 경

향으로 나타났는데 개더/셔링이 12.9%, 다음이 플리츠, 러플/프

릴, 바인딩/파이핑, 비즈/스팽글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아이템별 장식경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Fig. 3, 4, 5에서와

같이 재킷에서는 2005년으로 갈수록 이전에 재킷의 장식에 사

용되지 않던 개더/셔링, 러플/프릴, 스티치, 자수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장식없음의 빈도는 현저히 감소

함을 보여주었다. 블라우스 역시 모든 장식의 빈도가 골고루 다

양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장식없음이 1996

년의 75.8%에서 2005년에는 1.8%로 현저히 감소하여 최근의

장식적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식의 빈도 변화는

속옷의 개념이던 블라우스가 겉옷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

면서 장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이는 최근의 캐주얼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피스에서도 블라우스와 유사한 변

화추이가 관찰되어 과거 재킷과 앙상블을 이루어 착용되던 원

피스 아이템이 하나의 단품으로 실루엣을 완성하는 최근의 단

품 코디네이션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패션 흐름이 캐주얼 경향을 보이면서 포멀웨어 브랜드들은 고

급소재, 고급패턴에 페미닌 감성과 패션성을 강조하며 믹스 앤

매치로 캐주얼 감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정장, 니트, 코드 등의

아이템을 티셔츠, 바지, 스커트 등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캐주

얼 단품류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업무를 마친 후

간단한 운동을 하고 바에 가거나 파티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의

경계가 없는 착장이 가능해졌다(박주희, 2004). 여가시간의 증

가는 캐주얼 시장의 확대를 낳았으며 획일화되고 사회적 지위

의 표출수단이 강한 정장 대신 개인의 감성을 표현한 부분의

확대를 만들었다. 패션에서의 캐주얼화는 단순히 정장을 입지

않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자기를 표현할 기회가 많

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신혜정, 하지수, 2006) 이는 패션에서

여유로움, 휴식, 그리고 스포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진다. 

3.1.3. 패션스타일별 장식의 경향 

패션잡지를 분석하여 고찰된 스타일은 미니멀, 로맨틱, 매니

쉬, 밀리터리, 히피, 에스닉, 사이버, 스포티, 캐주얼, 아방가르

드, 페미닌, 매니쉬+페미닌, 미니멀+스포티, 로맨틱+스포티, 로

맨틱+매니쉬, 사이버+로맨틱, 사이버+캐주얼, 사이버+스포티,

매니쉬+스포티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스타일에 반영된 장식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미니멀 스타일에서는 장식없음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추나 포켓 등의 기능적 역할의 장식

빈도가 높았음을 볼 수 있었으나 연도별로는 2000년대 이후

장식적 표현이 낮은 빈도이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6에서와 같이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 프릴/러플

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즈/스팽글, 리본 등의 순으로 장식

의 빈도가 높았다. 연도별로 장식의 빈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에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계속적인 장식 빈도의 증가를 보

여주고 있으며 프릴/러플이나 개더/셔링, 플리츠 등의 주름장식

과 리본, 레이스, 비즈 스팽글 등의 부착장식에서 두드러진 증

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장식없음의 빈도는 스타일중 가장 낮

은 빈도를 보여 장식과의 상관성이 높은 스타일임을 반영하고

있다. 

Fig. 3. 아이템-재킷 연도별 장식의 빈도

Fig. 4. 아이템-블라우스 연도별 장식의 빈도

Fig. 5. 아이템-원피스 연도별 장식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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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과 같이 매니쉬 스타일에서는 장식없음과 포켓, 단추,

벨트, 에퓨렛 등이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에는 프릴/러플이나 개더/셔링 등의 로맨틱한 스타일에 많이 사

용되던 주름장식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탭이나 지

퍼 또는 스트링 등의 증가는 최근 스포티 스타일의 경향을 반

영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밀리터리 스타일은 에퓨렛과 스티치, 탭과 관련

이 높았고, 히피 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 스트링, 자수, 아플리

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의

빈도가 높았고, 사이버 스타일에서는 비즈/스팽글이 많이 나타

났으며, 스포티 스타일에서는 지퍼, 스트링, 파이핑/바인딩, 페

미닌 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 플리츠, 캐주얼 스타일은 파이핑

/바인딩, 포켓, 아방가르드 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 드레이프의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패션잡지에서도 스타일과 장식들이 혼

합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혼합된 스타일에 나타난 장식

의 빈도를 살펴보면 사이버+스포티 스타일에서는 단추, 지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로맨틱스타일에서는 개더/셔링의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소재와 디자인을 강조하는 사이버 스타

일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장식이 혼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맨틱+매니쉬 스타일에서는 프릴/러플, 탭, 개더/셔링, 플리츠

의 빈도가 높았고 미니멀+스포티 스타일에서는 단추, 지퍼, 포

켓, 벨트의 빈도가 높았으며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에서는 개더

/셔링, 프릴/러플, 비즈/스팽글의 빈도가 높았다. 스포티+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지퍼, 고무단, 단추, 지퍼, 파이빙/바인딩, 개더/셔

링, 스티치의 순으로 장식이 나타났으며 미니멀+펑크 스타일에

서는 슬래쉬/펀칭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최근의 스타일의 혼합

및 장식의 혼합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3.1.4. 소재별 장식의 경향

소재는 직물, 편물, 망사레이스, 가죽(피혁), 털(모피), 진, 플

라스틱으로 구분하였으나 플라스틱은 빈도가 너무 낮아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소재별 장식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패션잡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소재는 직물로서 여

기에 나타난 장식의 빈도는 전체적인 장식의 빈도와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편물은 아이템(재킷, 블라우스, 원피스)의 특

성상 빈도가 낮았으며 장식없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점점 장식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망사/레이스, 가죽(피혁), 털(모피)의 경우 소재 자

체의 강한 장식성으로 여타의 장식은 배제하는 경향이 많아 장

식없음의 빈도가 높다가 2000년 이후 적은 빈도이지만 개더/셔

링, 러플/프릴 등의 장식이 보임으로써 2000년 이후의 전반적

인 장식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진(denim)에서의 장

식 빈도 또한 2003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에

특히 부착형과 회화형의 장식 빈도가 높아 로맨틱한 경향을 반

영하고 있다. 

3.2. 패션 잡지에 나타난 장식의 내적 의미

이상과 같이 패션 잡지를 통해 살펴본 현대 패션의 장식 경

향에서 다음과 같은 내적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3.2.1. 라이프스타일의 반영

현대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승

하고 건강과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건전하

고 밝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게 되었다. 주5일 근무제, 경제적
Fig. 6. 스타일-로맨틱 연도별 장식의 빈도

Fig. 7. 스타일-매니쉬 연도별 장식의 빈도 Fig. 8. 소재-직물 연도별 장식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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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몸과 생활을 중시하게 하고, 요가 피트니스 등 체력단

련과 유기농, 선식, 느리게 살기 등 건강유지생활에 대한 관심

을 증폭시키게 하였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있고 자신이 속한 소속집단

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재인의 개성표출에 있다(박주희, 2004).

계급과 구별의 상징인 오뜨쿠뛰르의 가치가 떨어지고 보다 젊

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옷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이

러한 관습의 파괴, 대담성과 순간성의 옹호, 성취보다는 이념,

뛰어난 솜씨보다는 정서적인 영향, 사회적 명망보다는 젊다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Gilles

Lipovetsky, 1987/1999). 캐주얼한 옷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주의

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징후로서, 개인관계, 성관계, 스포츠나

직장에서 최근 일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사람들이 편안

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풍성하고 헐렁하고 자유로

운 옷에 대한 욕망과 일치한다. 패션 잡지에 나타난 장식의 경

향에서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Fig. 9와 같이 속옷의 개념이던 블라우스가 겉옷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장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에

재킷과 앙상블을 이루어 착용되던 원피스 아이템이 하나의 단

품으로 실루엣을 완성하는 것 등은 최근의 단품 코디네이션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패션 흐름이 캐

주얼 경향을 보이면서 정장, 니트, 코트 등의 아이템을 티셔츠

, 바지, 스커트 등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캐주얼 단품류로 대

치하고 있는데, Fig. 10과 같이 재킷 아이템에서 탭이나 고무

단, 지퍼 등의 스포티한 장식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편안함과

활동성을 추구하는 스포츠 캐주얼웨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면서 이전에는 스포츠 활동만을 위해 착용하였던 액티브 스

포츠웨어가 근무복이나 통학복으로 착용되거나 일상복과 자유

롭게 매치하는 방식의 일상과 스포츠 활동과의 경계를 짓지 않

는 패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자

유롭고 편리하게 코디네이트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김

은경, 채금석, 2006)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안에서의 편의성 추

구는 생활 속에서 편안함, 쾌적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다.

3.2.2. 여성 정체성의 재정의

20세기에 대두된 페미니즘은 남성주도 사회가 형성해 온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

다. 이전까지 여성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늘 객체이고 대상이었

으나 이처럼 성차에 대한 미완적, 가변적, 비결정화의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성차에 대한 인식 이전에 모든 보편화된 개념,

관념, 언어를 회의하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

론과 같은 동시대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권기영, 2000). 그러나

중성적이고 비장식적인 페미니스트 스타일이 일종의 제복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억압하는 구속물이 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제복화된 중성적(오히려 남성적) 스타일을 벗

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여성적 창조성의 영역을 인정하

고 자신들의 외양과의 유희(game)를 허용해야 한다는 페미니

즘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복고풍이 제안되었다. 이런 흐름 속

에서 장식의 욕구는 여성성의 기표로 즉각 인식되지 않는 장식

을 채택하거나 신체의 주변부로 옮겨져 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

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타났다. 패션연구에 적용된 페미

니즘 이론은 여성들이 억압되고 조정된 대상물이 아닌 힘 있는

주체로서 의상과 장식에 대한 욕구를 자기의 육체 위에 창조적

으로 실험하도록 격려하는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이 실험은 여성들이 미적 자유(aesthetic freedom)라는 근거

위에서 패션의 시각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여성 자신의 육체 위

에 행하는 즐거운 실험으로서, 다양한 패션 이미지의 합성을 가

능하게 하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정의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공적이든 자연스럽건 간에 여성스러움(feminine)

은 장식 시스템을 통해 구성되는데(최현숙, 2000), Fig. 11에서

와 같이 최근의 장식 경향에서 새로운 여성성은 단순한 매니쉬

스타일로의 복고가 아니라 다양한 장식의 혼합적 표현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식은 미니멀, 로맨틱, 매니쉬, 펑크,

스포티 등 다양한 스타일의 요소와 혼합하면서 새로운 여성정

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3.2.3. 하이브리드 부각

21세기 사회가 다변화되고 컴퓨터문화가 발달하면서 장르간

의 벽허물기가 가속화되고 융합현상이 전 문화 분야로 확산되

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문화 하이브리드 현상이라고 한다. 하

이브리드는 생물학적인 용어로 종간의, 속간의 혹은 근친간의

교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잡

종보다는 폭넓은 적용범위를 지닌다(프랑스와 지콥, 1994). 조

형 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정의하면 혼성모방이나 개

작의 경향을 띄고 다른 여러 가지 양식을 흉내내거나 모방하

는 매너리즘이나 양식적인 왜곡현상과 언어 혼란의 경향(정시

화, 1991)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해체,

파괴, 반항 등의 저항문화로 나타났다면 현재의 하이브리드는

창조개념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등장하였다(양취경

, 김경란, 2005). Fig. 9. Elle 2004년 3월 화보 Fig. 10. Elle 2003년 3월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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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장식의 경향은 주름장

식과 해체장식, 부착장식과 주름장식과 회화장식, 회화장식과

부착장식과 해체장식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상호 결합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현상은 다양한 민족복

식이나 특정한 스타일의 장식요소를 복합적으로 혼합하고 절충

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였고 장식자체에서도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장식들을 융합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재구

성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식의 의미를 고찰하고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패션 잡지에 나타난 광고와 화보를 중심으로 아이템, 스

타일, 소재와 관련지어 장식의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장

식의 빈도가 낮았으나 21세기로 전환하면서 로맨틱 이미지의

대두로 프릴, 러플, 개더, 셔링 등의 주름장식을 필두로 장식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이템과 관련한 장식 경

향은 재킷, 블라우스, 원피스 모두에서 장식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블라우스와 원피스의 장식 빈도 변화는 내의류

가 겉옷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된 최근의 캐주얼 경향을 나

타내고 있으며 과거 재킷과 앙상블을 이루어 착용되는 원피스

아이템이 하나의 단품으로 실루엣을 완성하는 최근의 단품 코

디네이션의 추세를 반영한다. 패션잡지에서 도출된 스타일은 미

니멀, 로맨틱 등의 스타일과 이들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는

데 미니멀 스타일을 비롯한 모든 스타일에서 장식의 빈도는 증

가하였고 장식없음 항목의 빈도는 감소하여 장식적 표현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재와 관련한 장식 경향 가운데 직물은 패션

잡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소재여서 전체적인 장식의 빈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 외 소재에서도 점차 장식의 빈도

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망사/레이스와 가죽

의 경우 소재 자체의 강한 장식성으로 여타의 장식은 배제하는

경향이 많아 장식없음의 빈도가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 적은

빈도이지만 개더/셔링, 프릴/러플 등의 장식이 표현되어지는데,

이는 21세기로 오면서 패션에서 표현되어지는 로맨틱한 경향

을 설명해주는 예이다. 전체적으로 진(denim)에서의 장식빈도

는 2003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에 특히 부착

장식과 회화장식의 빈도가 높아 로맨틱한 경향을 진 소재에서

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장식의 내적의

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 현대인은 생

활수준의 향상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건강과 생

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건전하고 밝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게 되었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자유롭

고 편리하게 코디네이트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안에서의 편의성 추구는 생활 속에서 편안함, 쾌

적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블라우스와 원피스 아

이템의 장식빈도 증가는 최근의 단품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패션 흐름이 캐주

얼 경향을 보이면서 정장, 니트, 코트 등의 아이템을 티셔츠,

바지, 스커트 등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캐주얼 단품류로 대치

하고 있는데 재킷 등의 아이템에서 탭이나 고무단, 지퍼 등의

스포티한 장식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둘째, 장식은 여성의 정체성을 재정의 한다. 패션연구에 적

용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들이 억압되고 조정된 대상물이 아

닌 힘 있는 주체로서 의상과 장식에 대한 욕구를 자기의 육체

위에 창조적으로 실험하도록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미적 자유

(aesthetic freedom)라는 근거 위에서 패션의 시각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여성 자신의 육체 위에 행하는 즐거운 실험으로서, 다

양한 패션 이미지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며 여성이라는 정체성

을 끊임없이 재정의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최근 패션에서 여

성스러움(the feminine)은 장식 시스템을 통해 구성되는데 새로

운 여성성은 단순한 매니쉬 스타일로의 복고가 아니라 다양한

장식의 혼합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식은 미

니멀, 로맨틱, 매니쉬, 펑크, 스포티 등 다양한 스타일의 요소

와 혼합하면서 새로운 여성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Fig. 11. Elle 2005년 3월 화보 Fig. 12. Elle 2004년 3월 화보 Fig. 13. Elle 2004년 3월 Gucci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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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식은 하이브리드 경향을 반영한다. 최근의 장식의 경

향은 주름장식과 해체장식, 부착장식과 주름장식과 회화장식,

회화장식과 부착장식과 해체장식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상호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현상은 다

양한 민족복식이나 특정한 스타일의 장식요소를 복합적으로 혼

합하고 절충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장식자체에서도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장식들을 융

합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하

고 있다. 

즉 현재로 올수록 장식의 혼종 또는 다양화를 볼 수 있었으

며 이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장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스타일에 따라 장식적 디자

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에서 사용되었던 장식

이 차용되어 융합되는 것을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 디테

일이나 트리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디자인 개발 및

미래 장식의 예측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변화하는 사회전반의 변화 및 개인의 기호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장식은 계속 진화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연구

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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