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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changes of naturalism in fashion presented over a 30-year perio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naturalism in fashion. Data were collected from 59 volumes of the “Vogue” magazine 

for January and July in each year from 1980 to 2009. The data used for content analysis consists of 440 words 

and these were condens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decade(1980～1989, 1990～1999, and 2000～2009). The 

selected words were classified into four sub-theme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definitions such as primitive 

look, natural look, eco look and handcrafted loo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aturalism of fashion was highly 

presented in the 1980s but the percentages of naturalism in three decades were all more or less similar. Especially, 

natural look appeared more in the 1980s and eco look was in the 1990s, while natural look, eco look and 

handcrafted look were found all together in the 2000s. Second, naturalism of fashion showed higher frequency of 

F/W seasons in the 1990s, while S/S seasons in the 1990s and 2000s. In particular, natural look was presented 

more at S/S seasons. The sub-themes coexistence were presented in the 24 seasons out of 59 seasons and showed 

more variously in the 2000s. Third, the words selected from sub-themes of naturalism in fashion demonstrated the 

differences by decade.

Key words: naturalism in fashion(자연주의 패션), primitive look(프리미티브룩), natural look(내추럴룩), eco 

look(에코룩), handcrafted look(수공예룩).

 

Ⅰ.   론

패션은 문화적 산물로서 특정 시 의 사회 문화

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시 마다 각

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는 패션이 

그 시 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

냐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세

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했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소비도 늘어나 지구 전체의 

환경과 생태계가 악화의 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원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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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 I. Dodson, T. F. Allen, S. R. Carpenter, A. R. Ives, R. L. Jeanne, J. F. Kitchell, N. E. Langston and M. 

G. Turner, 생태학: 인간과 자연, 노태호, 홍선기, 강 석, 권오석 역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0), p. 50.

 9) R. G. 콜링우드, 자연이라는 개념, 유원기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4), p. 20.

10) 로버트 매킨토시, 생태학의 배경: 개념과 이론, 김지홍 역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p. 436.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

치의 초점이 물질적인 풍요에서 정신적인 풍만으

로 전환되어야 하고,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1) 

현 사회에서 심화되어가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에 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은 자연주의나 에콜로지와 같은 하나의 경향으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각 시 의 

사회 문화적ㆍ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

되어 여러 가지 의미로 변형되어온 자연에 한 관

심은 패션에 있어서도 향을 미치며 다양하게 표

현이 되었다. 

1980년  말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에콜로지

가 패션 테마로 등장하 고,2)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1990년 에 들어 더욱 확산되었다.3) 패션에 있

어서의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를 주제로 하여 이루

어진 선행 연구들은 1989～1996년,4) 1990～1995

년,5) 1990～1997년,6) 그리고 1993～2003년7) 등 주

로 1990년 의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 패션의 특

성이나 이미지에 관하여 고찰하 다. 이들 연구들

은 부분 1990년 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을 

뿐, 수시로 변모하는 자연에 한 관심과 함께 통

시적(通時的) 관점에서 에콜로지가 패션 테마로 등

장한 1980년 부터 현재까지의 시 적 변화에 따

른 자연주의 패션의 추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주

의 패션의 하위테마를 분류하고, 다원화와 중화

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자연친화적 욕구가 가중된 

1980년 부터 2009년까지 30년간에 걸친 자연주의 

패션의 공존현상을 통하여 자연주의 패션의 다양

성과 그 추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자연주의의 개념

서양 고 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  그

리스인들은 세상의 많은 변화들이 어떤 안정된 평

형점 주위를 순환하고 있으며, 자연계는 전체적으

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8) 또한 그리스 철

학자들은 자연이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며,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에 내재

하는 정신이 자연세계의 규칙이나 질서의 바탕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9) 그러나 기독교 사상이 팽

배했던 중세시 에 신의 피조물은 멸종되지 않으

리라 생각했으며, 신의 섭리에 한 믿음은 자연의 

섭리에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신

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했고, 따라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사

고가 생겨나기 시작하 다.

17세기 이래로 자연주의 화가들은 자연의 실제 

상물을 가능한 한 화폭 위에 정확히 모사(模寫)하

고자 하 다. 19세기에 널리 퍼졌던 환경에 한 관

심사의 많은 부분은 낭만주의 시인인 Wordsworth나 

Whitman 그리고 풍경화가인 Turner가 표현하 던 

자연에 관한 낭만적이고 심미적인 이상향이 혼합

된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10) 자연주의는 그 

방법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잘 반 되고 있

는 그 시 의 자극에 응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19세기는 급속하고 급진적인 하나의 변화기로, 산

업혁명과 함께 심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후기 수십 년 동안 모든 개척지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았고, 인간사회에 원한 혜택을 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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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 I. Dodson, T. F. Allen, S. R. Carpenter, A. R. Ives, R. L. Jeanne, J. F. Kitchell, N. E. Langston and M. 

G. Turner, op. cit., p. 2.

12) Ibid., p. 433.

13) 이경아, 전혜정, op cit., p. 262. 

14) 강희경,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199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1998), p. 219.

라는 풍요로운 자연의 이미지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연환경이나 인간이 지배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님을 우려하고, 인간

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는 회의적인 견해가 팽배하던 시기에 생태학이 발

전하 다. 

‘생태학 ecology’이라는 용어는 1866년 Haeckel

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고  그리스어로 

‘가정 또는 농장’의 의미인 oikos와 ‘학문 또는 공

부하다’의 뜻인 logos라는 두 단어를 토 로 만들어

진 새로운 용어이다.11) 기존의 자연관은 인간의 주

변에 한 관찰의 결과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관점

으로 확립되었던 반면에,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자

연환경 파괴와 같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자연관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 환경 위기 인식이 광범위하게 고취되

면서 생태학은 일반 중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

다. 1980년 에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한 생

태학에 한 적극적인 관심과 다원화되고 중화

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소외감이나 순수성의 상실이 자연의 심오한 질서

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욕구

를 가중시키게 되어 그 존재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 다. 이어서 1990년 는 세계화와 다문화시

가 되면서 자연주의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

되었으며, 점차 자연친화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2000년 에 들어서면서 환경, 인간, 

건강에 한 관심이 증가하여 오가닉(organic)과 웰

빙(well-being)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자연주의에 

한 개념이 변모해가고 있다. 인위적인 환경을 최

한 배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일반적으로 인간세계와 인간에 의한 

구축물과는 달리 물질계의 부분으로 간주되며, 

‘자연적’이라는 말은 흔히 인간의 개입이 없이 발

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12) 과거에는 인간도 자연

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따르면서 살

았다. 그러나 현 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

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한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의 질

서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 현 에 들어와 자연은 

주로 인간과 립되는 것, 즉 인간을 둘러싼 환경

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사고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주의 개념은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연 자원의 급

속한 고갈과 오존층의 파괴에 따른 이상 기후현

상과 기 오염 등의 자연 파괴가 지구 전체의 총

체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결국 자연주의의 개념

은 인간이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상호작용

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자연주의 패 의 하위테마

패션에 있어서 자연주의 경향은 특정 시기의 

향을 받는 복고적 경향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민속적 경향과 달리 특정한 스타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시 에 따라 다르게 표현

이 되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라는 테마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로는 자

연주의의 특성을 고찰한 연구와 자연주의 또는 에

콜로지의 이미지를 분류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 

이경아와 전혜정13)은 복식에 나타난 자연주의 

경향을 디자인 요소 별로 고찰하고, 에크루, 뉴트럴 

화이트, 크림 화이트, 내추럴 베이지, 스킨 베이지, 

파스텔, earth color 등의 색상과 자연물을 상으로 

한 무늬나 자연 속의 생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

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하 다.

강희경14)은 자연주의 패션을 직접적 표현과 간

접적 표현으로 분류하 다. 자연 모티프의 무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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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연자, op cit., p. 230.

16) 김희연, 김 인, op cit., p. 35.

17) 한소원, 김 인, op cit., p. 299.

18) 이경아, 전혜정, op cit., p. 263.

꽃, 나뭇잎, 나뭇가지, 트로피컬무늬, 열매, 깃털, 조

개 등의 자연물을 부착하는 것을 직접적 표현이라 

하 고,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 자연색의 활용과 핸

드 메이드, 현  문명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

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정서적이고 순수한 이미지

의 자연주의를 발견하는 간접적 표현이라고 설명

하 다.

정연자15)는 에코룩의 특성을 자연성, 상징성, 토

속성, 재활용성으로 분류하 다. 특히 자연성은 자

연물을 의복으로 형태화하거나 자연물을 그 로 

장식하는 등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상징성

은 오염된 지구 환경과 가상현실을 의상으로 표현

하는 것이며, 재활용성은 패치워크와 손뜨개 등이 

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하 다.

김희연과 김 인16)은 21세기의 패션이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라는 주제 하에 자연이 지

니고 있는 근본적인 소박함과 순수함, 편안함을 추

구한다고 보았고, 자연주의 특성을 원시적 요소, 에

콜로지적 요소, 복고적 요소, 이국적 요소로 분류하

다. 특히 자연이 지닌 천연 그 로의 가공되지 

않은 스타일을 원시적 요소로 보았고, 자연의 소재, 

색상, 문양 등 자연에 한 동경을 표현한 스타일

을 에콜로지적 요소로 보았다.

한소원과 김 인17)은 디자인 분야에서 1980년  

말부터 에콜로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90

년 에 들어와 확산되었다고 보고, 에콜로지 경향

을 자연적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 자연과 조화된 

이미지, 재활용적 이미지, 재순환적 이미지 등으로 

분류하 다. 전원적이고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과

<표 1> 자연주의 패션의 하위테마

하위테마 프리미티브룩 내추럴룩 에코룩 수공예룩

특성 원시성 자연성 에콜로지 수공예성

키워드

-천연재료의 사용

-자연물의 부착, 장식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

태의 표현기법

-자연물의 사실적 표현

-자연물의 무늬 활용

-자연색

-자연섬유

-재사용, 재활용성

-핸드메이드

-장인정신

-재료와 공정상의 자연

친화적 표현기법

자연에서 보이는 모티프를 의복에 그 로 재현하

는 자연적 이미지, 인체의 노출이 심하고 자연물을 

그 로 신체에 부착하는 원시적 이미지, 가공하지 

않은 직물의 색상과 자연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

한 거친 질감의 직물을 사용하는 자연과 조화된 이

미지, 시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의복을 구성하

거나 패치워크, 홀치기염 등을 사용하고 남루하고 

초라함을 연상시키는 그런지룩을 재활용적 이미지

로 보았으며, 벼룩시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옛 스

타일을 새롭게 재현하는 재순환적 이미지라 하

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자연주의의 특성으로 복고

적인 경향과 민속적인 경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에스닉이나 이국적 요소와 재순환적 

이미지나 복고적 요소를 자연주의로 분류한 것이

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자연주의 하위테마의 분류

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주

의 패션의 특성에 따라 하위테마를 분류하면〈표 

1〉과 같다.

프리미티브룩은 물질문명의 인위성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투박하고 거칠며 가공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천연재료의 사용과 야자나무 껍질이나 짚, 깃털, 조

개 등의 자연물을 부착하는 스타일18)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를 그 로 표현하는 원시성을 특성

으로 한다.

내추럴룩은 자연을 상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

는 생태학적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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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명희, “1980년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5. 

추미경, “내용분석법을 이용한 20세기 말 리터리룩 디자인 연구” (원광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 44. 

하지수,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4.

식물, 광물 등의 자연 그 로를 무늬로 활용하여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자연성을 특성으로 

한다.

에코룩은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

을 보존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하는 것이

다. 이는 자연을 상징하는 천연색과 천연소재를 사

용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손뜨개나 패치워크 기법, 시접처리를 하지 

않은 올 풀림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에콜로지를 특

성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수공예룩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

미와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결여된 소박함과 순수

함을 추구하기 위해 수작업을 통하여 인간적인 요

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프리미티브룩의 거칠

고 가공되지 않은 느낌과 달리, 기계 신 장인정

신이 깃든 재료와 공정상의 자연친화적인 스타일

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플리케, 자수, 홀치기염 등의 

섬세한 수공예성을 특성으로 한다.

Ⅲ. 연 방법 및 절차

1.연 문제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에 걸

친 시 적 변화에 따른 자연주의 패션의 추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자연주의 패션의 시 별 분포를 알

아본다.

연구문제 2. 자연주의 패션의 시즌별 분포와 하

위테마의 공존현상 추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자연주의 패션의 추출어휘에 한 

시 별 차이를 알아본다.

2.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자료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Vogue지의 매년 1월

호와 7월호에 해당하는 총 59권을 상으로 하

다. 실증연구의 시작범위를 1980년 로 선정한 이

유는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가 두되어 

각종 공해와 자연 파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자

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패션에 

있어서도 자연주의 또는 에콜로지 경향이 강조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자료를 Vogue지로 

선정한 이유는 패션 컬렉션이나 컬렉션 잡지가 실

제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패

션과 차이가 있는 데 반하여 Vogue지는 중적인 

패션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선행 연구19)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월간으로 발행되는 패

션 잡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션 컬렉션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1월호와 7월호에 컬렉션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여 보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0년 1월호부터 2009년 1월호까지 총 59권

의 Vogue지 가운데, 패션 칼럼 ‘View’와 ‘Point of 

view’의 기사를 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자연주의 패션에 관련된 어휘 추출을 위한 내용 분

류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

티브룩, 내추럴룩, 에코룩, 수공예룩 등 4개의 하위

테마로 분류하 다. 관련 어휘는 자연주의 패션을 

설명하는 명사와 수식어를 모두 포함하여 추출하

다. 예를 들어, ‘ecology’나 ‘recycling’, ‘cotton’과 

같은 명사나 ‘hand-knit sweater’나 ‘18c floral pattern’

과 같이 수식어를 포함한 어휘들, 그리고 ‘all is by 

hand’와 같이 자연주의 패션을 의미하는 문장을 포

함한 어휘들을 모두 추출하여 출현빈도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추출된 어휘는 각 하위테마별로 중복

되지 않게 분류되었다.

Ⅳ. 연 결과 및 논의

1.자연주의 패 의 시대별 포

1980년 부터 2000년 까지 30년간에 걸쳐 자

연주의 패션에 관련된 총 440개의 어휘가 추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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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주의 패션에 나타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하위테마별 어휘의 분포를 시 별로 살펴보면〈표 

2〉와 같다.

자연주의 패션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내

추럴룩(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

코룩(37.5%), 수공예룩(14.1%), 프리미티브룩(8.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주의 패션 가운데 특히 

내추럴룩과 에코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자연주의 패션에 해당하는 어휘의 분포를 시

별로 살펴보면, 총 440개의 어휘 중 1980년 에 가

장 많은 158개(35.9%)의 어휘가 나타났다. 다음으

로 2000년 (32.5%)와 1990년 (31.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세 시  모두 비슷한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연주의 패션이 지난 30

년 동안 지속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연주의 패션에 한 시 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80년 에는 내추럴룩(56.9%)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코룩(34.2%)이 

<표 2> 자연주의 패션의 시 별 분포                                                            n=440 (%)

시기

하위테마
1980년 1990년 2000년 합계

프리미티브룩 5 16 18
 39 (8.9)

합계 5 (3.2) 16 (11.5) 18 (12.6)

내추럴룩

꽃무늬 47 18 23

174 (39.5)

동물무늬 33 18 15

트로피컬무늬 7 5 2

기타 3 3

합계 90 (56.9) 41 (29.5) 43 (30.0)

에코룩

천연색, 천연소재 21 29 15

165 (37.5)
인조 모피 8 6

재활용 25 35 26

합계 54 (34.2) 70 (50.4) 41 (28.7)

수공예룩

수작업 3 5 18

 62 (14.1)
아플리케, 자수 6 4 20

홀치기염 3 3

합계 9 (5.7) 12 (8.6) 41 (28.7)

총 합계 158 (100) (35.9) 139 (100) (31.6) 143 (100) (32.5) 440 (100) (100)

나타난 반면에, 1990년 에는 에코룩(50.4%)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추럴룩(29.5%), 프

리미티브룩(11.5%), 수공예룩(8.6%)의 순으로 나타

났다. 2000년 는 내추럴룩(30.0%)이 다소 높게 나

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에코룩(28.7%)이나 수공예룩

(28.7%)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 적 변화에 따라 자연주의 패션의 하

위테마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프리

미티브룩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

으며, 내추럴룩은 1980년 (90회)에 높게 나타났다

가 1990년 (41회)에 크게 감소하 고, 2000년 (43

회) 역시 1990년 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내추럴룩은 세 시  모두 꽃무늬와 동물무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와 2000

년 에는 특히 꽃무늬가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에코룩은 1990년 (70회)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980년 (54회)가 2000년

(26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세 시  모두 에코룩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손뜨개나 패치워크 등의 

재활용적 특성을 지닌 스타일이다. 슈퍼 모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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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경아, 전혜정, op cit., p. 266. 

21) 김희연, 김 인, op cit., p. 38.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모피착용에 반 했던 1980년

와 1990년 에 인조 모피가 나타났지만, 2000년

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주의 패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

여주는 것은 수공예룩이다. 수공예룩은 1980년 (9

회)로부터 1990년 (12회), 2000년 (41회)에 이르

기까지 프리미티브룩과 함께 점차 증가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수공예룩은 기계가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공적인 

기계미가 주는 차가움 신에 정교한 디테일과 장

인정신으로 만들어진 품질을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1세기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로의 

전환점에서 기계가 전달할 수 없는 감성적인 측면

을 인간의 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모조의 범람에 식상한 현 인들

의 희소가치가 있는 진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

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장식적

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하이터치로의 움직임은 역시 이미 이루어진 하

이테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하위테마

는 전 시 에 걸쳐 공존하고 있으며, 시 에 따라 

전개양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에는 프리미티브룩을 제외한 내추럴

룩(30.0%)과 에코룩(28.7%), 수공예룩(28.7%)이 전

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0

년 가 되면서 지금까지 시 에 따라 한 가지 측면

이 강조되었던 자연주의의 경향들이 동시에 나타

나는 트렌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자연주의 패 의 시  별 포  공존 상 추이

1)자연주의 패 의 시  별 포

1980년 S/S시즌부터 2009년 S/S시즌까지 30년간

의 59개 시즌에 나타난 자연주의 패션의 분포를 살

펴보면〈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1980년  후반의 2개 시즌(86년 F/W

시즌, 88년 S/S시즌)과 1990년  초반의 2개 시즌

(91년 S/S시즌, 92년 F/W시즌), 그리고 2000년  초

반의 1개 시즌(02년 S/S시즌) 등 총 5개 시즌에서 

20회 이상의 가장 많은 어휘가 나타났다. 10회 이

상의 어휘가 출현한 시즌을 살펴보면, 1980년 의 

4개 시즌(81년 F/W시즌, 84년 S/S시즌, 85년 F/W시

즌, 89년 F/W시즌)과 1990년 의 4개 시즌(92년 

S/S시즌, 93년 S/S시즌, 93년 F/W시즌, 97년 S/S시

즌), 그리고 2000년 의 3개 시즌(00년 S/S시즌, 06

년 F/W시즌, 08년 S/S시즌) 등 총 11개 시즌으로, 

1980년 에는 F/W시즌에 자연주의 경향이 많이 나

타났으며, 1990년 와 2000년 에는 S/S시즌에 자

연주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하위테마에 따른 시즌 별 분포를 살

펴보면, 프리미티브룩에서는 5회 이상의 어휘가 출

현한 시즌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추럴룩은 3개 시

즌(86년 F/W시즌, 88년 S/S시즌, 92년 F/W시즌)에

서 10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 고, 11개 시즌(81

년 S/S시즌, 82년 S/S시즌, 84년 F/W시즌, 85년 S/S

시즌, 85년 F/W시즌, 89년 S/S시즌, 91년 S/S시즌, 

97년 S/S시즌, 00년 S/S시즌, 06년 F/W시즌, 08년 

S/S시즌)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내추럴룩은 S/S시즌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S시즌에 자연물을 모티프로 하는 무

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에코룩은 5개 시즌(84년 S/S시즌, 89년 F/W

시즌, 91년 S/S시즌, 92년 S/S시즌, 93년 F/W시즌)

에서 10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 고, 10개 시즌

(81년 F/W시즌, 85년 F/W시즌, 86년 F/W시즌, 88

년 S/S시즌, 93년 S/S시즌, 94년 F/W시즌, 97년 S/S

시즌, 00년 F/W시즌, 02년 S/S시즌, 08년 F/W시즌)

에서 5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하 다. 수공예룩은 

10회 이상(02년 S/S시즌)의 어휘와 5회 이상(02년 

F/W시즌)의 어휘가 출현한 시즌이 각각 1개 시즌

으로 모두 2000년 에만 나타났다. 

이경아와 전혜정20)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구결과에서 1993년 이후 자연주의가 증가하다가 

1995년에 감소했다고 하 다. 또한 김희연과 김 인
21)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연주의를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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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연주의 패션의 시즌 별 분포

(단위: 어휘 수)

시즌
프리미

티브룩

내추럴

룩
에코룩

수공예

룩
합계

80 S/S 1 1

80 F/W 3 3

81 S/S 8 8

81 F/W 1 6 3 10

82 S/S 1 5 6

82 F/W 2 2

83 S/S 0

83 F/W 1 1

84 S/S 1 3 10 3 17

84 F/W 7 2 9

85 S/S 6 1 7

85 F/W 8 5 13

86 S/S 0

86 F/W 1 16 6 23

87 S/S 2 2

87 F/W 4 3 7

88 S/S 1 19 7 27

88 F/W 2 2

89 S/S 5 5

89 F/W 3 10 2 15

90 S/S 4 1 1 6

90 F/W 1 1 2

91 S/S 2 9 11 3 25

91 F/W 0

92 S/S 4 3 11 1 19

92 F/W 4 12 3 1 20

93 S/S 3 6 1 10

93 F/W 1 3 10 14

94 S/S 2 2

94 F/W 1 1 6 1 9

95 S/S 1 1

95 F/W 2 1 3

96 S/S 1 1

96 F/W 1 1 2

97 S/S 5 6 11

97 F/W 1 2 1 4

<표 3> 계속

시즌
프리미

티브룩

내추럴

룩
에코룩

수공예

룩
합계

98 S/S 3 1 4

98 F/W 0

99 S/S 0

99 F/W 1 4 1 6

00 S/S 4 8 2 14

00 F/W 2 6 8

01 S/S 1 1 2

01 F/W 1 1 1 3

02 S/S 4 9 12 25

02 F/W 2 6 8

03 S/S 2 2

03 F/W 1 2 1 4

04 S/S 1 1 4 6

04 F/W 1 2 3

05 S/S 4 2 2 1 9

05 F/W 1 2 3

06 S/S 3 3

06 F/W 2 5 1 4 12

07 S/S 4 1 4 9

07 F/W 1 1 1 3

08 S/S 1 8 3 12

08 F/W 1 1 5 2 9

09 S/S 3 1 1 3 8

합계 39 174 165 62 440

결과, 1995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0년

에 높은 분포를 보이던 에콜로지적 요소가 점차 감

소하면서 원시적 요소도 감소했다고 하 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수공예룩의 증가와 함께 프리미

티브룩도 1990년 , 2000년 에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패션의 하

위테마의 분포가 시즌 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자연주의 패 의 공존 상 추이

〈표 3〉에서 나타난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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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별 분포에서 출현빈도가 단 1회인 시즌을 제

외한 나머지 시즌에서 나타난 자연주의 패션 하위

테마의 공존현상을 살펴보면〈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59개 시즌 가운데, 24개 시즌에서 자

연주의 패션의 공존현상이 나타났다. 2개 하위테마

의 공존현상이 15개 시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3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도 8개 시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4개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은 1개 시즌

으로 나타났다.

시 별로 살펴보면 1980년 의 8개 시즌과 1990

년 의 6개 시즌, 2000년 의 10개 시즌 등 총 24

개 시즌에서 자연주의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이 나

타났다. 특히 2000년 에 자연주의의 공존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개 하위테마(프

리미티브-내추럴-에코-수공예룩)의 공존현상은 91

년 S/S시즌에만 나타났다. 3개 하위테마의 경우, 

1980년 에는 2개 시즌(84년 S/S시즌, 89년 F/W시

즌) 모두 내추럴-에코-수공예룩이 공존하 으나, 1990

년 에는 2개 시즌(92년 S/S시즌, 92년 F/W시즌) 

모두 프리미티브-내추럴-에코룩이 공존하 다. 반

면에 2000년 에는 2개 시즌(00년 S/S시즌, 06년 

F/W시즌)에서 프리미티브-내추럴-수공예룩이 공존

하 고, 1개 시즌(05년 S/S시즌)에서 프리미티브-내

추럴-에코룩이 공존하 으며, 1개 시즌(02년 S/S시

즌)에서 내추럴-에코-수공예룩이 함께 나타났다. 2

개 하위테마의 경우, 1980년 와 2000년 에 각각 

6개 시즌으로 1990년 의 3개 시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1980년 에는 1개 시즌(81년 F/W시즌)

을 제외한 5개 시즌(84년 F/W시즌, 85년 F/W시즌, 

86년 F/W시즌, 87년 F/W시즌, 88년 S/S시즌)에서 

모두 내추럴-에코룩이 공존하 으며, 1990년 에

는 1개 시즌(93년 S/S시즌)에서 프리미티브-에코룩

이, 2개 시즌(93년 F/W시즌, 97년 S/S시즌)에서 내

<표 4> 자연주의 패션의 공존현상                                                            n(시즌 수)=24

시기

공존시즌
1980년 1990년 2000년 합계

4개 하위테마 공존 시즌 1  1

3개 하위테마 공존 시즌 2 2  4  8

2개 하위테마 공존 시즌 6 3  6 15

합계 8 6 10 24

추럴-에코룩이 함께 나타났다. 반면에 2000년 에

는 2개 시즌(00년 F/W시즌, 08년 S/S시즌)에서 내

추럴-에코룩이, 1개 시즌(00년 F/W시즌)에서 내추

럴-수공예룩이, 2개 시즌(02년 F/W시즌, 08년 F/W

시즌)에서 에코-수공예룩이, 그리고 1개 시즌(09년 

S/S시즌)에서 프리미티브-수공예룩이 공존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패션의 공

존현상은 전반적으로 2000년 에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1980년 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에는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이 다양하게 전

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90년 에는 4개 

하위테마가 모두 공존한 시즌이 나타났으나, 다른 

두 시기에 비하여 공존현상이 낮게 나타나, 자연주

의 패션의 공존현상이 시 적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자연주의 테마의 다양성이 점차 확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3.자연주의 패 의 시대별 추출어  비

자연주의 패션의 시 별 주요 추출어휘는〈표 

5〉로부터〈표 8〉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프리미티브룩은〈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시성을 나타내는 어휘와 자연물을 그 로 장식한 

스타일로 1980년 에는 짚모자만이 나타났으나, 

1990년 에는 짚모자와 함께 라피아를 이용한 

크로셰나 프린지 코트, 깃털장식과 자연물을 이용

한 원시적인 장식이 나타났다. 2000년 에는 앞선 

시 에 나타났던 원시적인 요소와 함께 나무나 돌

을 이용한 장식과 pheasant, ostrich 등의 깃털이 나

타났다.

내추럴룩은〈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무늬

와 동물무늬, 트로피컬무늬, 기타 무늬 등 자연적 

모티프를 패턴으로 사용한 룩을 의미한다. 1980년

에는 모든 종류의 꽃무늬와 함께 팬지, 장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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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리미티브룩의 시 별 추출어휘 비교

하위테마 시기 주요 추출어휘

프리미티브룩

1980년 savage primitive coverings, modern sleekness with primitive strength, straw planter's hat, etc.

1990년

primitive jacket, fringed skirt, fringed coats of raffia, raffia crochet, straw hats, 

ornamentation-from naturetribal breastplates, something slightly wilder, nudity, feathers, 

huge feather-plumed hat, etc.

2000년

savage coats, cream raffia crocheted skirt, feather coat, feather-and-silk-tulle dress, savage 

naturalism, straw boater, pheasant-feather hat, oversize(tribal looking) necklaces, wood & 

stone necklace, wood & gold bangles, wood carved, ostrich feathers, etc.

<표 6> 내추럴룩의 시 별 추출어휘 비교

하위테마 시기 주요 추출어휘

내추럴룩

1980년

every sort of floral, small flowers, prints of flowers- the bigger the better, garden variety, 18c 

floral patterns, tapestry florals, wallpapery prints, pansy print, flower prints-mostly roses, floral 

on geometric appliqués, etc.

animal prints, classic jacket in snakeskin, jungle fever, zebra-stripe, crocodile-like patterns, catty 

coat, leopard-print knit suit, tiger-striped, etc.

tropical prints, tropical parrot prints, leaf-prints, butterfly print, butterfly blouse, starfish, etc.

1990년

traditional flowers, sweet tapestry florals, flowery mood-60s, floral suit, floral mixes, rose prints, etc.

junglelike patterns, animal prints, zodiac dress, leopard-spotted coats, snakeskin pants, python 

pants, zebra stripes, dalmation dots, pony print, iguana skin bag, etc.

leaf prints, tropical wool, tropical color

2000년

40s flower prints, abstract-flower-print skirt, colorful flowered skirts, floral mousseline dress, 

faded floral jeans, garden prints, flower-and-leaf jacket, floral silk blouse, etc.

animal print, python print halter dress, snakeskin, brown crocodile, zebra-printed, leopard print 

tweed coat, tiger-print platform pump, etc.

tropical plumage, fallen leaves, minerals print, bamboo-print jersey, cellular-print, etc.

과 전통적인 태피스트리 무늬가 나타났다. 1990년

에는 역시 태피스트리 꽃무늬와 함께 60년  분

위기의 꽃무늬가 나타났으며, 2000년 에는 40년

 분위기의 꽃무늬와 추상적인 꽃무늬가 나타났

다. 시 에 따라서 꽃무늬에도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동물무늬 역시 시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1980

년 에는 leopard와 snakeskin, zebra, crocodile, catty, 

tiger stripe 등의 무늬가 나타났으나, 1990년 에는 

1980년 에 나타났던 동물무늬와 함께 python, dal-

mation dots, pony, iguana 등의 새로운 동물무늬가 

나타났고, 2000년 에는 1980년 와 1990년 에 등

장하 던 동물무늬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기타 무

늬로는 1980년 에 butterfly와 starfish가 나타난 반

면에 2000년 에는 cellular, mineral, bamboo 등의 

새로운 무늬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이 생

태학적 관점으로 변화되었음을 반 한다고 하겠다.

에코룩은〈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색과 

천연섬유를 사용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인조 모피, 

그리고 손뜨개와 패치워크를 이용한 재활용 스타

일을 의미한다. 모든 시 에 걸쳐 천연섬유로는 면, 

리넨 등이 주로 나타났고, 천연색으로는 natural 

color, earth color, water color, green, khaki, desert 

sand color와 자연물의 색상이 사용되었다. 1980년

와 1990년 에만 나타난 인조 모피의 경우, 1990

년 에는 특히 1960년 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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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코룩의 시 별 추출어휘 비교

하위테마 시기 주요 추출어휘

에코룩

1980년

rugged textures, echo scarf, tiered cotton or silk skirt, beige linen trousers, rustic cotton, neutrals, 

natural-colored accessories, earth colors, khaki, earth brown, sand, watercolor greening, etc.

fake fur

hand-knit sweater, big-needle knit, knitting-jacket, nubby jacket, freestyle knits, tricot's comfortable 

oversized wool turtleneck top, hand-knit tapestry flowers, quilted coat, quilting dresses up, 

patchwork looks, plentiful grandfather pant, long roomy cardigan coat, etc.

1990년

ecology, green cotton, naturalistic cottony, raw silk, white linen frocks, neutral or earth-tone colors, 

watercolors, pure white, quiet tones in the desert sands or natural elements, green concept, 

underwater, natural looking color, eco warriors-leaf appliqués, organic approach, flea market, etc.

fake fur, 60s fake-fur-trimming peacoat

unfinished seams, raw seams unbound, hems fraying, recycling, rough-edged clothes, vintage 

drapery fabrics, recycling, reknitting, recutting new garments from old, grunge, flea-market chic, 

unsewn edges, recycled denim, crocheted tights, crochet cardigans, crocheted dress, homemade 

knits, patchwork jacket, milk bottle tops, etc.

2000년

earthy, organic, white cotton corset shirt, khaki canvas skirt, grass-green tweed, seaworthy classics, 

white linen trench coat, cotton jacket, forest-green turtleneck, sand cotton-blend skirt, Liberty 

cottons, etc.

hand-knit sweater, crochet top, crocheted-leather shawls, quilted, patchworked skirt, granny-girl 

blouse, granny suit, mother's vintage couture, flea market, recycled cotton, frayed edged blouse, etc.

타났다. 또한 1990년 에는 시접처리를 하지 않은 

올 풀림의 형태나 벼룩시장에서 발견한 빈티지룩

과 우유병을 재활용한 스타일, 그리고 recycling, 

reknitting, recutting과 같은 재활용이 강조된 어휘들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0년 에는 1980년 에 

나타났던 할아버지 스타일의 빈티지 신에 할머

니의 블라우스나 수트 스타일 등 여성적인 빈티지 

쿠튀르 스타일이 나타났다.

<표 8> 수공예룩의 시 별 추출어휘 비교

하위테마 시기 주요 추출어휘

수공예룩

1980년
handwork, handcrafted, silk chiffon with appliqued leaf designs, embroidered jacket, embroidery, 

appliqué, etc.

1990년
sure-handed aristocratic, craftsmanship, crafted clothing, hand-painted, hand-beaded, embroidered 

with leaves, tie-dye skirts, hand dyed tank top, etc.

2000년

craftmanship of 60s fashion, artisan, art & craft-handiwork, crafty details, cutwork floral motifs 

blouse, hand-sewn coat, hand-pleated silk, all is done by hand, fashion created by hand, 

crystal-embroidered felts, couture guipure lace, arts-and-crafts taffeta flowers appliqued skirts, 

crafty embroidery, eyelet lace, macramé, embroidered velvet circle skirt, black-chiffon origami 

dress, silk dress with gold appliqué, crystal applique dress, tie-dyed silk, tie-dyed dress, tie-dyed 

cardigan, etc.

마지막으로 수공예룩은〈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에 의한 인공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친근

감을 주는 수작업에 의한 공정상의 자연주의 스타

일로 아플리케, 자수, 홀치기염 등을 의미한다. 1990

년  이후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홀치기염이 나타

났고, 2000년 에는 수작업에 한 어휘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macramé lace, guipure lace, 

eyelet lace, origami, crystal appliqué 등의 정교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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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패션의 하

위테마를 나타내는 어휘들은 시 적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로는 환경에 한 관심과 함께 재활용 등의 실천적

인 행동들이 나타났고, 2000년 에는 기술발달의 

가속화에 한 반동으로 시간을 많이 요하고, 장인

정신이 깃든, 섬세함을 요구하는 수공예적 특성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80년 부터 2000년 까지 자연주

의 패션의 전개양상을 하위테마의 공존현상을 통

하여 고찰함으로써, 시 적 변화에 따른 자연주의 

패션의 추이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1980년 1월호부

터 2009년 1월호까지 30년간에 걸쳐 간행된 총 59

권의 Vogue지 가운데, 패션 칼럼 ‘View’와 ‘Point 

of view’의 기사를 상으로 추출된 총 440개의 어

휘에 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주의 패션의 시 별 분포를 살펴보면 

1980년 , 2000년 , 1990년 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세 시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주의 패션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트렌드

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1980

년 에는 내추럴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90년

에는 에코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00년

에는 내추럴룩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에코룩, 수

공예룩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 와 1990년 에는 자연주의 패션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2000년 에는 자연주

의 패션의 여러 경향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앞선 두 시기에 비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00년 에 수공예룩이 가

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테크에 의한 기계미가 주는 차가움 신에 장

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디테일과 품질을 중

요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자연주의 패션의 시즌 별 분포를 살펴보면 

1980년  후반의 2개 시즌과 1990년  초반의 2개 

시즌, 그리고 2000년  초반의 1개 시즌 등 총 5개 

시즌에서 20회 이상의 가장 많은 어휘가 추출되었

다. 10회 이상의 어휘가 출현한 시즌을 살펴보면, 

1980년 에는 F/W시즌에 자연주의 경향이 높게 나

타났으며, 1980년 와 2000년 에는 S/S시즌에 자

연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각 하

위테마에 따른 시즌 별 분포를 살펴보면, 내추럴룩

은 S/S시즌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

연물을 모티프로 하는 무늬가 S/S시즌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연주의 패션의 공존현상을 살펴보

면, 전체 59개 시즌 가운데, 24개 시즌에서 자연주

의 패션의 공존현상이 나타났다. 3개 테마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1980년 에는 내추럴-에코-수공예

룩이 공존하 고, 1990년 에는 프리미티브-내추럴

-에코룩이 공존하 다. 반면에 2000년 에는 프리

미티브-내추럴-수공예룩, 프리미티브-내추럴-에코

룩, 내추럴-에코-수공예룩 등이 다양하게 공존현상

을 나타냈다. 2개 하위테마의 경우, 1980년 에는 1

개 시즌을 제외한 5개 시즌에서 모두 내추럴-에코

룩이 공존하 으며, 1990년 에는 1개 시즌에서 프

리미티브-에코룩이, 2개 시즌에서 내추럴-에코룩이 

함께 나타났다. 반면에 2000년 에는 2개 시즌에서 

내추럴-에코룩이, 1개 시즌에서 내추럴-수공예룩

이, 2개 시즌에서 에코-수공예룩이, 그리고 1개 시

즌에서 프리미티브-수공예룩이 함께 나타났다. 이

는 시 의 흐름에 따라 자연주의 패션의 경향에 차

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 에 들어서 좀더 다

양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자연주의 패션의 추출 어휘에 한 시 별 

차이를 알아보면 자연주의 패션의 하위테마를 나

타내는 어휘들이 시 적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로는 환경에 한 

관심과 재활용 등의 실천적인 행동들이 나타났고, 

2000년 에는 기술발달의 가속화에 한 반동으로 

시간을 많이 요하고 장인정신이 깃든, 섬세함을 표

현하는 수공예룩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

이 특정 시기에 나타난 자연주의 패션을 고찰한 반

면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 부터 현재까지 자연

주의 패션에 나타난 공존현상의 추이를 살펴보았

음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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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시 적 변화에 따른 자연주의 패션

의 공존현상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의 패

션 잡지 Vogue를 실증연구의 상으로 하 으나, 

다른 잡지에 한 비교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가 매해 1월호와 7월호만을 연구

상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

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Vogue

지의 기사에 한 언어적 내용분석을 실시하 으

나, 시각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의 조형적 특

성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자연주의 패션의 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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