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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st Romanticism, which emphasized loveful, womanish property, has changed into new-concept Romanticism 
as it was harmonized with various emotional cultures and trends in the 21st century. New-concept romanticism is 
foun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personality,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to emotion. It is appearing as a new 
style searching for taste as it is mixed and matched with other fields. In fashion, Romanticism and mix-and-match 
trend provide womanish feeling through the match with romantic chiffon, high-waisted pants and cashmere cardigan 
and show modern emotion through vest and short blaz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ethod to 
analyze and express fashion emotion style on the basis of mix-and-match trend of Roman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Romanticism is expressed in the mix and match with other emotional style, predict 
direction of Romanticism style and establish the ground to find changing fashion trend accurately. The researcher 
expects that design development will be focused on the fashion, which is more various and characteristic and search 
for convenient, healthy lif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mix and match shown in Romanticism fashion of the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provide the base of design development and assist design activation by using mix 
and match, which can create various new styles, accurately and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the fashion trend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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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맨티시즘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과학 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물질문명의 혜택으로 인간성 상실, 
자연환경의 파괴 등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변화를 

겪게 되면서 나타났다. 현대의 사회도 문명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다시 찾아온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2000년대의 경제 불황 때와 

같이 과거의 단순하고 자연주의적 삶을 동경하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과거의 로맨티시즘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과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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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윤영, 2009 S/S 패션 키워드, 포커스신문사, 2009년 1월 12일.

랑스럽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던 로맨티시즘은 21세
기의 다양한 감성 문화와 트렌드가 함께 어우러져 새

로운 개념의 로맨티시즘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로맨티시즘은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차별성

을 중심으로 감성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 TV 광고, 
화장품,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와 믹스되고 매치되어 새

로운 멋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적 회화를 로맨틱한 디자인으로 믹스 매치한 화장품 

케이스, 사랑이라는 로맨틱 감성과 믹스 매치된 광

고, 차가운 느낌의 전자제품과 로맨틱한 회화와 색

채의 믹스 매치 등이 그러한 예이다. 로맨티시즘과

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은 패션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
던 스타일을 주로 추구하던 클럽모나코도 ‘투데이즘

(Today-ism)’이라는 패션 키워드로 09 S/S 패션쇼를 

하였으며, 모던한 스타일에 사랑스런 색감을 가미하

여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모던 로맨틱’을 선보였

다. 여성 컬렉션의 경우 로맨틱한 시폰과 하이웨스

트 팬츠, 캐시미어 카디건의 매치로 여성스러운 느

낌을 주고 베스트와 짧은 블레이저 등으로 현대적

인 감성을 가미하여 나타냈다1). 이렇듯 로맨티시즘

의 믹스 앤 매치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감성 트렌드와도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로

맨티시즘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을 중심으로 한 패션 

감성 스타일의 분석 및 표현 방법의 재고가 필요하

다고 보여 진다. 
믹스 앤 매치의 선행 연구로는 스포티즘 패션이 활

용된 매치리스 스타일에 관한 연구(김양헌, 2007), 현
대패션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에 대한 연구(김보영,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 Coordination에 

관한 연구(유희정, 2005) 등 믹스 앤 매치에 대한 연

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감성 트렌드

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맨티시즘을 중심으로 한 믹스 

앤 매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의 패션에서 대표적인 현상인 믹스 앤 

매치가 나타나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2000년부터 패션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

는 로맨틱 패션 스타일을 선정해 디자인의 3요소인 

색상, 소재,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

난 로맨티시즘의 표현에 있어서 현대의 로맨티시즘

의 믹스 앤 매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둘
째, 로맨티시즘이 다른 감성 스타일과의 믹스 앤 매

치에서는 어떤 특징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는지를 분

석하여 로맨티시즘 스타일의 방향을 예측하고 변화

하는 패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기반 마

련에 목적이 있으며, 로맨티시즘의 미래 패션 트렌드

를 위한 기초 자료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에 도

움이 되고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으로는 현대 패션의 주요 특

성을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믹스 앤 매치 현상으

로 보고 로맨티시즘 패션이 활용된 스포티즘, 에로티

시즘, 에스닉을 통하여 각각에 나타난 스타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믹스 앤 매치 현상이 나타

나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로맨티

시즘이 활용된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을 정확하고 객관

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프리미에르 비죵의 

소재 트렌드에서 실크와 자수 레이스 및 프린트까지 

뚜렷한 로맨티시즘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 2005년부

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그 시기를 한정하였

으며, 인터넷 패션 정보 사이트인 스타일 닷컴(www. 
style.com)과 삼성 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등
을 중심으로 컬렉션 화보집(Fashion Insight Vogue, 
Fashion New, Fashionbiz 등)의 시각자료를 통해 200
여 장의 사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30명
을 통해 이미지 분류를 실시하여 로맨틱 스타일과 믹

스 앤 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빈번하게 나타나

는 순으로 스타일 분석을 하였다. 셋째, 로맨티시즘 

패션이 활용된 믹스 앤 매치 현상으로 다른 트렌드와 

접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디자인의 3요소(소재, 컬
러, 실루엣)에 맞추어 정리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믹스 앤 매치의 개념 및 발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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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인터넷 영어사전(시사영어사 제공), 자료검색일: 2007. 7. 30 자료출처 www.daum.net
3) mix-and-match, 동아 프라임 영한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0), p. 1391.
4) 김미현,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2), p. 5.
5) 김소정, “Mix & Match Style 소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 4.
6) 김문숙, 김현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크로스오버,” 자연과학 연구논문집 8집, (서

울여자대학교, 1997), p. 158.
7) 한숙연, “Mix & Match Concept을 적용한 복합문화공간 실내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 19.
8) 김보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Mix & Match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10.

1) 믹스 앤 매치의 개념
믹스 앤 매치(Mix & Match)의 사전적 의미로는 

‘잡다한 것을 짜 맞춤,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짜 맞

춤’2)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끼리의 짝지음’3)이다. 
이것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코디네이션의 

방법으로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크로스 오버(Cross- 
over)나 퓨전(Fusion)4)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

도 한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믹스 앤 매치는 부조화

를 통해 색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믹
스 앤 매치는 스포티즘, 에스닉, 에로티시즘, 빈티지, 
펑크, 오리렌탈리즘 등 온갖 유행사조를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스타일을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와 스

타일로 연출하여 새로운 형태가 믹스 앤 매치되어 나

타나게 됨으로써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표현 

할수 있다5). 또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유동적이며 

혼성적인 영역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의복의 형태, 소
재, 칼라 등에 조화롭게 믹스 앤 매치하여 다양한 스

타일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이질적이고 서로 대립되

는 요소들을 하나의 룩인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믹스 앤 매치의 발생 배경
현대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가치론적 상대주의가 

나타나며,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시대로 많

은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다. 패션에서도 다양한 스

타일이 혼재하게 되고, 소재의 선택과 기존의 전통 

스타일에 있어서 새로운 변형과 전위적인 경향이 나

타나게 되었다. 이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소재의 옷과 

남성적인 거친 밀리터리 룩이 혼합되는가 하면 최첨

단 소재와 중고의 빛바랜 듯한 혹은 원시적이고 내추

럴한 이미지가 동시에 혼합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한

다. 이렇듯 패션은 동시에 수많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한 스타일로 정의될 수 없지

만 21세기의 패션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모습을 

인정하고 여러 스타일을 받아들여 세계의 많은 지역

에서 다원주의 경향을 띄며 유행의 다양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러한 현상들은 유니섹스 룩, 레이

어드 룩, 보이쉬 룩, 믹스 앤 매치 등과 같은 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것의 대표적인 

흐름인 믹스 앤 매치라는 말은 2001년 이후 패션의 

경향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였다7). 이는 과거의 패션

에 있어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으로써 

그 바탕은 서로 다른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퓨전

이나 크로스오버에서 찾을 수 있다. 믹스 앤 매치 현

상이 처음 나타날 때는 로맨티시즘과 스포티브 룩을 

결합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서

구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제 3세계로 관심을 돌

리면서 그곳의 에스닉한 요소와 다른 감성들의 혼합

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로맨티시즘과 활동적이고 편안한 느낌의 스포티브 

룩, 그리고 여러 나라의 민속적인 요소를 의상에 도

입한 에스닉을 중심으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에로

티시즘 등의 다른 감성이 결합하여 더욱 다양해진 모

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8). 

2. 현대 로맨티시즘의 믹스 앤 매치 현상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믹스 앤 매치 현상은 과거

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어울리지 않은 것과의 조합

으로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것이며, 그 사회를 반영

하는 동시에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식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 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중매

체는 대중예술로서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을 동시에 

동원하며, 다양한 감각 세계의 흥미를 제공하고 많은 

행위 예술의 현상들을 대중과 접촉해 다양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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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숙연, op. cit., p. 17.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나타나

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현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장은 물론 공연장, 도자기 공방, 음식점, 아
트 숍, 음악 등을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

며, 동시에 작품 전시, 비디오 아트, 무용, 연극 등 여

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되었다9). 이러한 

믹스 앤 매치 현상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등 조형 예

술 분야에서도 동일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패

션에서보다 더 먼저 주도적으로 많은 표현 현상을 보

였다. 특히 인테리어에서의 믹스 앤 매치는 더욱 다

양한 양상으로 표현되어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메

탈, 유리, 가죽, 나무 등의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다양한 소재들의 혼합으로 하나의 멋스러운 

공간을 연출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믹스 앤 

매치는 서로 다른 소재들끼리의 혼합뿐만 아니라 여

러 나라의 다른 감성들이 아우러져 표현되기도 하고, 
동양과 서양의 감성이 혼합되기도 한다. 또한, 동양

풍의 회화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모던화시켜 로맨틱

한 느낌으로 디자인한 화장품 케이스, 사랑이라는 로

맨틱한 감성을 자극시키는 광고, 플라워 패턴의 벽지

와 빈티지한 느낌의 패브릭의 조화는 로맨틱한 부드

러움과 세련됨을 연출하기도 하며, 소재의 혼용에서 

나아가 모던과 클래식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조화 

등 스타일과 분위기, 같은 모티브가 서로 믹스 앤 매

치되어 더욱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

<표 1> 현대 로맨티시즘의 믹스 앤 매치 현상

 

<전통의 회화를 로맨

틱한 디자인으로 믹

스 매치한 화장품 케

이스> 
출처: 아시아경제, 2008. 
12. 

<사랑이라는 로맨틱 감

성과 믹스 매치된 광고>

출처: http://video.naver. 
com/200807111007056
2474. 2008. 7.

<로맨틱한 플라워 패

턴 벽지와 빈티지한 느

낌의 패브릭 커튼으로

믹스 매치한 인테리어>

출처: 레이디경향, 2006.
11.

<부드러운 곡선의 로

맨틱 웨이브 폰과 로맨

틱한 불빛이 믹스 매치

된 메이크업 폰>

출처: http://nallge.tistory.
com, 2008. 1. 한국경

제. 2009 1.

<심플한 노트북과 로

맨틱한 무늬와 색채의 
믹스 매치>

출처: 이벤트 뉴스, 2008. 
12.

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핸드폰도 이질적

인 소재와 서로 다른 컬러와 결합하여 새로운 조화를 

이룬 LG의 ‘오렌지 컬러폰’, 삼성의 ‘시크릿 컬러폰’, 
모토로라의 ‘럭셔리 에디션’ 등에서부터 부드러운 곡

선의 로맨틱 웨이브 폰과 로맨틱한 불빛이 믹스 매치

된 메이크업 폰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트북에서까

지 무늬와 색채를 이용한 믹스 앤 매치가 보이고 있

다. 현대의 로맨티시즘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을 정리

하면〈표 1〉과 같다.

Ⅲ. 현대 로맨티시즘 패션을 활용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 분석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은 패션과 문화 전반에 걸쳐 

장르 간의 결합현상으로 현대 문화의 새로운 기호로 

등장하였다.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혼성적 결합현상

은 동᠊᠊᠊᠊서의 조화를 비롯하여 남과 여의 조화, 과거와 

미래의 조화, 상위와 하위의 조화 등의 다양한 스타

일로 나타났으며, 현대에는 믹스 앤 매치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현대패션에서 믹스 앤 매치는 시간과 공

간을 넘어선 감성에 의한 믹스 앤 매치로 매우 다양

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감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성 트렌드’
가 새로운 시대의 조류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믹스 앤 매치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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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전통 산업사회가 탈산업 사

회로 발전하여 감성이나 감각, 경험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이 중시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감성 스타일의 패션 사진을 수집하여 패션전문

가 집단 30인을 통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인 감성 표현에 따른 스타일에 의해 분류하였다. 이
미지 분류를 실시한 결과 스포티스즘, 에스닉, 에로

티시즘 등의 순으로 로맨틱 스타일과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21
세기 들어서면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스타일, 즉 세

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다시 화두가 되고 로맨티시

즘을 중심으로 웰빙(Well-being)의 물결을 타고 요가

와 월드컵 등의 스포츠의 열풍으로 대유행처럼 번진 

스포티브 룩,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되면서 

각광 받고 있는 에스닉 무드,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에로티시즘의 3가지의 감성 스타일로 표현

되어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3가지 감성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는〈표 2〉와 같다. 
현대 로맨티시즘에 있어서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의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 총 200여 장의 컬렉션 사진 중 

스포티시즘과의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이 75여 장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두 번째로는 58장으로 에로티시즘

<표 2> 3가지 패션 감성 스타일의 특징

감성 표현 용어 정의
디자인 요소

특징 및 표현 방법
컬러 소재 실루엣

스포티즘

노동복이나 스포츠복 등 활

동적인 복장을 일상복에 응

용한 것,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감감으로 경쾌하고 편

안하고 개방적인 이미지의 

스타일.

Blue ton을 중심으로 

Blue, Green, Red,
Orange 등

데님,
리브단,
환편 니트

등

몸에 붙지 않

고 활동하기 편

한 실루엣

캐주얼한 데님 팬츠나 

스커트, 체크문양의 팬

츠, 스포티한 패딩, 요

가나 운동할 때 입는 트

레이닝 복 등

에로티시즘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

한 스타일(섹시 룩, 마돈나 

룩을 포함)

Red와 Black ton을 

중심으로

Red, Black, Silver 등

가죽, 망사,
투명 소재,
크로세 등

몸의 라인이 드

러나는 핏트한 

실루엣

살이 비치는 얇은 소재

의 원단, 레이스, 망사 

원단 등

에스닉

‘민족적인, 이방인의’라는 의

미로 유럽 민족 이외의 나라, 
특히 중근동, 남미, 인도, 동
남아시아, 몽골, 아프리카 등

의 민속복 스타일.

Brown과 Green ton
을 중심으로

Brown, Green,
Indigo-Blue 등

깃털, 모피

등 (천연 느

낌의 소재)

간결한 선과 디

테일을 이용하

여 다양한 실

루엣으로 표현

민족 고유의 복장에서 그 
토속적인 분위기나 요

소들을 의상이나 액세

서리 등에 도입한 패션 

경향. 아프리카의 동물

문양 프린트, 깃털 등

과의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이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에스닉 스타일이 37장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스타일

은 클레식이 12장, 퓨쳐리즘 7장, 페미닌 6장, 펑크 5
장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로맨티시

즘과의 믹스 앤 매치되어진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1.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 스타일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 스타일의 믹스 앤 매치 현

상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스타일이다. 2000년대 들어와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인 스포츠 경기의 열풍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우주복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에서 

일상복의 형태로 변하여 로맨티시즘과 혼합되어 다

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 스타

일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은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가

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맨틱한 스

타일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것으로 온순, 섬세, 서
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뜻한다. 러플이나 프릴 

달린 탑, 레이스 드레스 등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킨 

디자인이 많으며, 기능성보다는 몸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1세기 로맨티시즘 스타일은 더욱 화려

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스포티즘 스타

일은 노동복이나 스포츠복 등 활동적인 복장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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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성디자인연구소, 패션용어사전,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복에 응용한 것을 말한다. 스포티즘 스타일은 자유롭

고 생동감 있는 감각으로 경쾌하고 활동하기에 편안

하며 개방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캐주얼한 데

님 팬츠나 스커트, 체크 문양의 팬츠, 스포티한 패딩, 
요가나 운동할 때 입는 트레이닝복 등의 스타일로 나

타났다10).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 스타일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은 로맨틱 이미지의 소재, 색상, 실루엣, 디
테일에 스포티한 아이템의 디테일을 로맨틱 이미지

<표 3>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시즘 스타일

구분 사례 특징

로
맨
티
시
즘
과

스
포
티
즘

스
타
일

소
재

트레이닝 스타일, 데님 룩과 

시폰, 레이스, 소재와 스팽글

과 같은 장식에 의한 믹스 앤 

매치

D&G 
06 S/S

Jean Paul Gaultier 
07 S/S

Elie Saab 
09 S/S 

실
루
엣

서스펜더와 하이웨이스트 바

지와 퍼프소매, 윙 칼라와의 

실루엣, 리본과 코사지 장식

에 의한 믹스 앤 매치

Anna Sui 
05 S/S

Moschino 
06 S/S

D&G 
07 F/W

컬
러

화이트, 블랙, 그레이 등의 무

채색을 기본으로 밝은 색의 

체크 무늬와 핑크를 중심으

로 퍼플, 엘로우, 피치 등의 

칼라와 꽃무늬 패턴과의 믹

스 앤 매치

Alexander-Herchovitch
06 S/S

Blugirl 
07 S/S

Mdaniela Gregis 
07 F/W

와 믹스하여 이루어졌다. 색상에서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을 기본으로 아이보리, 핑크, 퍼
플, 레드, 옐로우, 피치 등과 같은 감미롭고 여성스러

운 색상이 함께 사용되거나 스트롱한 원색을 사용했

다. 실루엣은 바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살려주

는 슬림하고 타이트한 형태이며, 다양한 커팅에 의한 

기능적 스타일로 표현했다. 소재는 벨벳, 레이온, 실
크, 새틴 외에 시폰, 저지 같은 드레이프성이 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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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많이 나타냈다. 이렇듯 로

맨틱 특성이 스포티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믹스 앤 

매치 현상은 스포티브룩의 활동성과 로맨틱룩의 여

성스럽고 장식적인 부분이 둘 다 표현되지만 특히 활

동성 있는 소재와 시폰과 레이스를 혼합하는 소재에 

의한 맥스 앤 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표 3).

2.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 스타일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면서 쌍둥이 빌딩,

<표 4>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 스타일

구분 사례 특징

로
맨
티
시
즘
과

에
로
티
시
즘

스
타
일

소
재

쉬폰, 투명, 망사조직의 섹시

한 소재와 풍성한 티어드쉬

폰, 프릴, 러플 등의 로맨틱한 

소재와 스팽글 장식에 의한 

믹스 앤 매치

Jean Paul Gaultier 
05 S/S

John Galliano 
08 S/S

John Galliano 
08 S/S

실
루
엣

깊은 슬릿이 있는 스커트, 뷔
스티에와 같이 몸에 피트한 

섹시 실루엣과  로맨틱한 꽃

무늬의 아플리케, 러플, 핫피

스와 비즈장식에 의한 믹스 

앤 매치

Emanuel Ungaro 
05 S/S

Emanuel Ungaro 
06 S/S

John Galliano 
08 S/S

컬러

섹시한 이미지를 지닌 빨강, 
검정의 강렬한 칼라와 펄 핑

크와 로맨틱한 러플, 레이스 

리본 등의 장식으로 믹스 앤 

매치

Jill Stuart 
05 S/S

Dolce & Gabbana 
06 S/S

Blugirl 
07 S/S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사건 등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그와는 반대로 역행하

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현대 패션에서 로맨티시

즘은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로맨티시즘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에로티시즘과 믹스 앤 매치 

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에로티시즘은 

인간성 회복과 성적 매력의 표현으로 사회 전반에 걸

쳐 성에 대한 문제가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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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영현, op. cit., p. 56.
12) 김양현, “스포티즘 패션이 활용된 매치리스 스타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6), p. 27.
13) 김영현,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표현된 소재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 52.

지게 되었고, 성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도 커다란 변

화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에로티시즘 특성은 패션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표현되

어 나타났다11). 에로티시즘 이미지는 여성의 곡선적

인 인체미를 그대로 표현해 주거나, 혹은 더욱 강조

함으로써 성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1940년대 

허리와 가슴을 강조한 글래머룩이 가미되어 산뜻하

고 현대적인 에로티시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
년대부터는 지배적인 라인이 없어지고 속옷과 겉옷

을 매치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고, 속옷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이로 인해 인프라 의상에 대한 디자이너

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가지 방법의 스타일이 

나타났었다. 속옷을 변형시켜 밖으로 내입는 방법, 
겉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거나 내려서 노출하는 방

법, 옷을 입을 때 겉옷 위에 속옷을 겹쳐 입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개성이 존중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섹시 룩이 나타났다. 현재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

에서 표현되고 있는 소재는 러플, 프릴, 주름 등 로맨

틱한 소재와 망사조직, 투명 소재와의 믹스 앤 매치

와 뷔스띠에와 같은 몸에 핏트한 실루엣과 깊은 슬릿

이 있는 실루엣에 의한 믹스 앤 매치가 있으며, 레드

와 블랙과 같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지닌 칼라와의 믹

스 앤 매치로 나타났다. 로맨티시즘 특성이 에로티시

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믹스 앤 매치 현상은 일반적

으로 문양에 의한 이미지 전달보다는 소재가 지닌 독

특한 특성에 의한 표현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양으로 확실한 이미지

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렬하고 화려한 칼라와 모티브가 

주로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특히 소재에 의해 표현되

는 프릴, 실크, 레이스, 러플 등 로맨틱한 이미지와 

가죽, 망사조직, 투명 소재, 레이스, 시폰 등의 믹스 

앤 매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4).

3. 로맨티시즘과 에스닉 스타일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

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의 문화 소식을 시차 없이 공유하고 새로운 세계 

즉 제 3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 중 오리엔탈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복식문화에 영감을 얻은 에스닉의 

감성과 문화의 결합으로 믹스 앤 매치가 많이 나타났

고12), 원시적인 것과 토속적인 것에서 예술의 근원을 

찾으려 하였다. 에스닉은 처음에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인종에 대한 매력을 탐구하는 서구인

들의 안티 패션 스타일이었으나, 그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

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

에서 영감을 얻어 새롭고도 아름다운 스타일로 표현 

하였다13).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스닉은 몽고와 

티베트 지역의 유목민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양

한 문화권이 혼합된 럭셔리한 스타일로 대변되는데, 
이러한 에스닉적 특성과 로맨틱한 이미지의 디자인

적 요소가 상호 절충되어 다양한 감성과 시대성을 반

영하여 표현되어졌다. 로맨티시즘과 에스닉의 믹스 

앤 매치는 자연의 소재인 깃털과 로맨틱한 레이스의 

믹스 앤 매치와 기모노와 넓은 오비, 차이나 칼라를 

응용한 실루엣에 의한 믹스 앤 매치로 표현되었고, 
호피무늬와 같은 사실적인 무늬와 이국적인 느낌의 

자수, 강렬한 칼라의 보색대비의 믹스 앤 매치로 나

타나고 있다. 그 중 에스닉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표현 방법으로는 민족의상의 착장 방법이 비

슷하게 재현되거나 각기 다른 문화권의 매력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들이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스타일과 융

합해 다양하게 재해석되어 현대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의상 전체에 의한 표현뿐만 아니라 스카프, 
벨트, 자수 등과 같은 부분적인 요소와 로맨틱 실루

엣과의 믹스 앤 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표 5). 

Ⅳ. 결  론
현대의 로맨티시즘 패션에서 나타난 믹스 앤 매치

는 상식을 넘어선 부조화 속에서 스포티즘, 에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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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맨티시즘과 에스닉 스타일

구분 사례 특징

로
맨
티
시
즘
과

에
스
닉

스
타
일

소
재

자연의 느낌을 가진 모피와 

깃털, 로맨틱한 레이스와 쉬

폰 소재와의 믹스 앤 매치

Dolce & Gabbana 
06 F/W

Christian Lacroix 
08 S/S

Anna Sui 
09 S/S

실
루
엣

기모노와 넓은 오비, 차이나

칼라를 응용한 실루엣과 로

맨틱한 벌룬 롱 재킷, 티어드 

스커트, 윙 칼라와 같은 실루

엣과의 믹스 앤 매치

Alexander - McQueen 
08 S/S

Anna Sui 
09 F/W

John Galliano 
09 F/W

컬
러

호피무늬와 같은 사실적인 

무늬와 이국적인 느낌의 강

렬한 칼라의 보색 대비 로맨

틱한 레이스 소재, 퍼프 소매

의 실루엣과의 믹스 앤 매치

Christian Lacroix 
08 S/S

Anna Sui 
08 S/S

Anna Sui 
09 S/S

에로티시즘 등 여러 가지 현상 안에서 다양하게 보여 

졌다.
첫째, 로맨티시즘과 스포티즘의 믹스 앤 매치는 

스포티브 룩의 활동성과 로맨틱 룩의 여성스럽고 장

식적인 부분이 표현되지만 그 중 활동성 있는 소재와 

시폰과 레이스를 혼합하는 소재에 의한 믹스 앤 매치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웰빙

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 

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요가, 명

상, 헬스 등을 즐기면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의 믹스 앤 매치는 

문양에 의한 이미지 전달보다는 소재가 지닌 독특한 

특성에 의한 표현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며 강렬하

고 화려한 칼라와 모티브가 사용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히 소재에 의해 표현되는 실크, 
레이스, 러플, 프릴, 주름 등 로맨틱한 이미지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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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와 가죽, 망사조직, 투명 소재, 시폰 등의 믹

스 앤 매치에 의한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21세기에 들어와 좀 더 두드러

지는 현상을 보였고 로맨티시즘과 에로티시즘의 믹

스 앤 매치는 과거에서부터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

조하기 위하므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된 결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로맨티시즘과 에스닉의 믹스 앤 매치는 각 

나라 민족 고유 의상의 착장 방법 등이 그대로 재현 

되거나 각기 다른 문화권의 매력적이고 특징적인 요

소들을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로맨틱 스타일과 융합 

시켜 다양하게 재해석되어 현대적으로 표현되어졌

다. 로맨티시즘은 인간의 정신적인 심리에서 느끼고 

동경하는 세계로의 지향과 다시 자연을 찾아가려는 

현상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나타났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 예상치 못한 스타일의 

아이템들과 자유로운 형식의 매치는 또 다른 스타일

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다.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의 믹스 매치는 실용성과 심미성을 모

두 가지고 있었고 기존의 고정관념의 균형을 탈피하

는 스타일로 다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의 믹스 앤 매치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했던 시대의 탈산업화로 인

해 감성이나 감각, 경험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

적인 영역이 중시되고 있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나타났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로맨티시즘에 대한 믹스 앤 매치의 감성적 연구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지

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현 패션

이 변화된 새로운 미의식 결과의 산물임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로맨티시즘 패션에서 나타난 믹스 앤 

매치의 분석을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개성적이며 특

히 편안함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패션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에 다양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믹스 앤 매치를 적

극 활용하여 21세기의 패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예측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되고 디자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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