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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various developments of men's fashion by 
analyzing how exotic tastes were presented in men's modern fashion from 2001 to 2010. For this 
purpose, a researcher reviewed relevant studies to identify the styles of exotic tastes that were re-
flected in men's modern fashion specifically in Chinese, Japanese, Indian, East Asian, American, 
North American and South American styles. Finding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Main 
examples of men's modern fashion were found in Chinese-style apparel such as the magwae, 
queue, coolie hat and the Mao jacket. The Kimono and the samurai robe, both of which best 
represent Japanese apparel and the Japanese traditional patterns also had an influence on men's 
modern fashion Indian style clothing such as dhoti, veshti and lungi which cover the lower body, 
vajani as loose trousers, kurta of full-over tunic form and turban also had an effect as well. The 
men's modern fashion is also impacted by Middle Asian styles that includes the thobe, sirwaal, fu-
tah, which is sort of a skirt that is long enough to cover the calf and whose front parts overlap 
each other, turbans and the hempen hood which is fixed with the agal. Exotic elements such as 
animal skins, body painting, tattoos and head dresses found in African styles can also be found in 
men’s modern fashion. Parts of North American style influence come from the applications of 
Indians' costume and head dress. The surveyed men's modern fashion of the South America style 
was represented by the applications of natives' costume and Andean tunic, loincloth and shawl. In 
all of the exotic styles found in men's modern fashion, historicity, eclecticism, aestheticism and na-
ture-orientation are implied. They are the source of inspirations that promote changes and diver-
sity in men's modern fashion. 

Key words: ethnic look(에스닉 룩), exotic taste(이국적 취향), men's fashion(남성패션),
orientalism(동양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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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 남성 패션

에서의 이국적 취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는

가를 분석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남성 패션 발

전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가수들의 첫

K-Pop 공연이 뜨거운 환호 속에 마무리되었다. 문화

강국으로 통하는 프랑스에서 K-Pop의 열기는 하나

의 새로운 현상으로 현지에서 보도되었다.1) 이것은

하나의 이국적인 문화가 새롭게 전파되는 단적인 예

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양에서의 이국적 취향은 예로

부터 실크로드를 통한 소아시아와의 교역이 시작2)된

이래 새로운 취미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의 이국적 취향은 문화적 절충

현상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은 패션에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되면서, 서구 패션이 중심이었던 관심

이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까지 확장되었고, 새로운 이국적 모티브를 통해 다양

한 문화를 패션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패션 분야에서 이국적 취향에 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국취향에 대한 양상을 원시

적 특성과 민족적 요소로 구분한 송명진, 양숙희3)의

연구와 이국취향의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김수

경4)의 연구가 있다. 이국적 취향와 관련된 연구로는

지역이나 패션의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오리엔

탈리즘, 에스닉 등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

구의 대부분은 연구의 대상이 주로 여성 패션에 국

한되어 있고, 이영민, 이연희5)가 현대 남성 스커트를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였으나, 이는 부분적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남성 패션 전체를 아우

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남성 패션에서의 이국적 취

향은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는가를 분석하여 최

근 다양화되고 있는 남성 패션 발전의 일면을 정리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남성 패션에 발맞춰 학계의 연구도 증가추세이지만,

아직 여성 패션 연구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활발한 남성 패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의의

를 가진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최근 남성 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대표적 남성 컬렉션지인 Uomo colle-

zioni를 택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범위로 하

여 이국취미가 반영된 작품 총 477개의 작품을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우선적으로

Uomo collezioni의 작품설명의 내용을 살펴 이국적

취향이 반영된 작품을 선택하였고, 그 중 이국적 취

향의 특징적 요소가 잘 드러난 자료를 선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국적 취향의 개념
이국적 취향은 이국취미(異國趣味), 이국정서(異

國情緖), 이국정취(異國情趣)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리스어의 ‘exotikos’에서 유래되어 ‘낯선’, ‘외국의’, ‘외

래의’의 의미로 다른 나라의 풍물이나 제도를 즐기는

취미, 다른 나라의 풍물이나 정경을 그려 색다른 분

위기를 나타내거나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일을 의미

하며, 이국의 정취에 탐닉하는 경향을 의미한다.6) 이

국적인 풍물이나 사상 등을 진귀한 경험으로 받아들

여 미지의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발전되거나, 미적

향락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한 시대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

용되어 왔다.7) 서구문화에서의 이국취향은 고대 로

마시대부터 출현하면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국을 신비로움을 간직한 곳으로 간주하여 꾸준히

등장하면서 오늘날은 스타일로 정착한 상태이다.8)

패션에서 이국적 취향은 일반적으로 서양 중심의

현대 복식에 비서양지역의 ‘민속의상’ 또는 ‘민족의상’

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것9)으로 비도시적이며,

비현대적인 이미지의 요소가 반영된다.10) 이국적 취

향은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등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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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얻어 디자인한 에스닉(ethnic) 이미지를 포함하

는데, 그 범위에는 아시아 민족의 복식을 가리키는

오리엔탈(oriental) 이미지와 열대지방 민속의상의 트

로피칼(tropical) 이미지, 원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프리미티브(primitive) 이미지의 복식이 포함된다.11)

2. 남성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의 유형
본 장에서는 이국적 취향에 관련된 선행연구12)13)14)

와 지역적 특성을 참고로 하여 남성 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의 유형을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중동

풍, 아프리카풍, 북아메리카풍, 남아메리카풍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중국풍

중국풍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문물이 서양에

유입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쳐왔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는 ‘시누아즈리’라 불리어졌고, 연

회나 무도회에서 '반은 페르시아풍으로 또 반은 중국

풍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전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국풍이 유행하였다.15) 연회를 통한 무대의상이나

가면무도회에 나타난 중국 전통 복식의 요소는 동시

대의 청 왕조의 호족 스타일 뿐 만 아니라 중국 여

러 왕조의 한족 스타일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16) 중

국풍의 이미지가 이루어져 내려왔다.

중국 전통복식은 청의 복식문화가 큰 영향력을 가

지고 있다. 남성용 포는 좁고 긴 소매 끝에 손등을 덮

는 커프스가 달려 있고, 오른쪽 어깨에서 사선으로 여

미도록 되어 있으며, 포 위에 만다린 칼라(mandarin

collar)와 사선 여밈에 매듭단추로 여며 입는 ‘마괘’라

는 짧은 재킷 또는 ‘마갑’이라는 조끼를 착용하였다

<그림 1>17). 또한 중국 청대의 개체변발은 18세기의

남성의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대표적인

중국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었

다.18) 그리고 현대 패션에서 중국풍을 표현하는 대표

적인 요소로 마오쩌둥이 착용한 인민복에서 유래된

마오룩<그림 2>19)과 노동자들의 입던 소박한 쿨리

룩 등을 들 수 있다.20)

색상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행운·위엄·결

혼 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복식에 있어서도 붉은

색의 선호가 두드러져 중국풍의 디자인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색채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는 용

문과 십이장문을 중심으로 동물의 변화된 문양, 식물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등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시누아즈리 텍스타일에 반영된 중국인의 생

활 모습과 파고다, 정자 등의 중국 건축물 등도 이국

적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그림 3>21). 문양은 매우 사

실적인 형태와 세밀한 디테일로 표현하고, 주요 문양

의 좌우대칭이나 일정 형식과 정형화된 배치를 통한

균형미를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다.22)

2) 일본풍

일본풍은 일본의 개방이후 서양에 더욱 활발히 유

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862년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장신구가 소개되면서 일본풍의 악세사리와

문양들이 유행되었고,23) 19세기 말의 아르누보 양식

과 어우러져 섬세하고 장식적인 환상적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 이후에도 일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었다.

일본의 전통복식은 기모노로 대표되는데, 기모노

는 본래 일본 전통복식 전체를 뜻하나, 때로는 긴 원

피스형의 포에 해당하는 ‘나가기’<그림 4>24)를 지칭

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나가기

위에 재킷에 해당하는 ‘하오리’를 착용하였고, 예장용

으로는 ‘하카마’라는 통이 넓은 바지나 치마를 나가

기 위에 하오리와 함께 덧입기도 하였다. 신발은 엄

지발가락에 끈을 걸어 착용하는 형태로 낮은 짚신인

‘조리’와 굽이 높은 나막신인 ‘게다’가 있다. <그림 5>

는 강력한 무인 계급이었던 사무라이 문화를 보여주

는 것으로 일본 무사의 갑옷이나 칼 등은 일본의 특

징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현대 패션에서 일본풍은 기

모노, 오비, 일본 전통문양의 활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25) 또한 전통문양은 자연문양과 동물문양 등을

사실적 표현에서 부터 단순화를 거쳐 양식화된 형태

를 띠고 있는 것까지 다양하며, 기하학적 문양의 사

용과 함께 독특한 문양 구성방식에 있어 독자성을

띠고 있다.26)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본이 경제대

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다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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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괘와 마갑

- 아시아 전통복식,

p. 40.

<그림 2>

마오룩

- 세게복식문화사,

p. 175.

<그림 3>

시누아즈리 문양

-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90.

<그림 4>

나가기

-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p. 291.

<그림 5>

일본 무사의 갑옷,

- 세계복식문화사,

p. 199.

<그림 6>

인도풍 의상(1620)

-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56.

<그림 7>

쿠르다, 추디다르

- 세계복식문화사, p. 234.

<그림 8>

쿠르다, 살와르

- 세계복식문화사, p. 234.

<그림 9>

네루 재킷(1964),

- HISTORY OF MEN'S

FASHION, p. 281.

켄조, 이세이 미야케 등 일본디자이너들이 파리진출

로 인해 일본풍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7)

3) 인도풍

인도풍도 2세기경 이후로 서구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특히 17세기에 동인도 회사의 설

립으로 인해 인도의 섬세한 모슬린, 캐시미어, 레이

스 등이 서양으로 본격적으로 수입되었고 18세기에

는 목면인 캘리코와 날염된 면직물인 친츠가 그 이

국적인 진귀함으로 의복 및 실내장식 소재로 유행하

면서28) 직물 뿐 만 아니라 의복 형태에도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6>29)은 17·8세기 인도풍이 유행할 당시의 모

습으로 튜닉형의 상의와 허리의 새시벨트, 머리의 터

번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전통복식은 상방

트임이 있는 튜닉형 셔츠인 쿠르다(kurdah)와 파자마

형식의 엉덩이 부분이 풍성하고 아래로 갈수록 꼭 맞

는 추리다르(churidar)<그림 7>이나 아래위가 모두 풍

성한 샬와르(shalwar)<그림 8>을 착용한다. 파자마형

의 바지 이외에 한 장의 천을 허리에 둘러 바지 모양

으로 만들어 입는 도티(dhoti), 랩스커트인 룽기

(lungi)가 있다.30) 또한 무굴제국시대 이슬람교도에

의해 받아들여진 페르시아풍의 화려한 코트와 터번은

현재 인도 의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31) 현대 패션

에서도 1970년대 초반의 인도 수상 네루(Jawaharal

Nehru)의 이름을 딴 네루 재킷<그림 9>32)과 페이즐

리와 같은 문양은 지속적으로 선보였다.33)

4) 중동풍

중동은 동서양의 접촉점으로서 문화간 교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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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동 남성의 복식

-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p. 217.

<그림 11>

터키 남성의 복식

-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p. 179.

<그림 12>

할례용 조끼

- 세계복식문화사, p. 64.

<그림 13>

아시르지방의 남성

- 세계복식문화사, p. 46.

<그림 14>

동아프리카 남성복식

- 세계복식문화사, p. 518.

<그림 15>

서아프리카의 추장

- 세계복식문화사, p. 552.

<그림 16>

젤라바

- 세계 민속 의상의 이해, p. 179.

사는 매우 깊다. 동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1

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일어난 십자군 전쟁으로 이

슬람, 중국, 인도 등의 동양풍이 직·간접적으로 복식

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34) 직조기술과 함께

직물이 수입되면서 중동의 이국적인 문양들이 선호

되었고, 14세기 중엽부터 터키의 영향으로 나타난 전

개형인 카프탄 스타일과 단추가 푸르푸앵(pourpoint)

에 도입되어 르네상스 시기에 전성하였다.35)

중동풍은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란, 터키 지방의

전통복식을 활용한 것으로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

란 지역의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토베(thobe)라는 튜

닉형의 긴 셔츠에 시르왈(sirwaal)이라는 풍성한 바

지를 착용하고, 머리에 흰색의 스컬캡(scull cap)을

쓰고, 그 위에 터번을 두르거나, 사각형의 스카프인

구트라(ghutra)를 드리우고 관 모양의 고리인 아갈

(agal)로 고정시켰다<그림 10>. 그 위에 지역에 따라

아바야(abaya)라고 불린 네모난 검정 외투나 짧은

조끼, 재킷을 착용하였다. 터키 남성들은 셔츠인 고

믈렉(gomlek)과 통이 넓은 바지인 샬와르(chalwar)

를 입고, 조끼인 예렉(yelek)과 재킷인 셉켄(cepken),

넓은 허리밴드인 쿠삭(kusak), 머리에 캡을 쓰고 그

위에 터번을 둘렀다36)<그림 11>.

중동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슬람인들의 특별

의례복 중 하나인 할례조끼<그림 12>는 값나가는 동

전과 보석으로 치장함으로써 할례자의 사회적 지위

를 드러내는 중요한 의복이었다. 또한 이슬람의 남성

들은 두발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으나 사우디아라

비아의 아시르(Asir)지방의 남자들<그림 13>은 킬트

와 유사한 치마를 입고,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화관으

로 장식하고 화장을 해서 ‘꽃을 든 남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37)

5) 아프리카풍

아프리카풍은 지역과 부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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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북아메리카 인디언

- 세계 민속 의상의 이해,

p. 304.

<그림 18>

에스키모의 파카

- 세계복식문화사,

p. 336.

<그림 19> 남아메리카의

남성의상

- 세계 민속 의상의 이해,

p. 347.

<그림 20> 안데스지역의

결혼예복

- 세계복식문화사,

p. 479.

있는데,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구슬

이나 와이어로 된 장신구, 깃털, 상흔, 보디 페인팅으

로 몸을 장식하였고 <그림 14>, 중앙아프리카에서는

구슬, 깃털, 짚으로 만든 장신구와 의복 외에 아플리

케, 자수, 비딩, 염색을 이용하여 화려한 기하학적 무

늬로 장식한 화려한 랩스커트에 술과 방울장식을 달

았고, 서아프리카는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의 직물이

발달하였다38) <그림 15>.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를 포함하

는 북아프리카풍은 이슬람과 유럽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림 16>은 모로코나 튀니지의 남

성들이 착용하는 젤라바(djellaba)로 끝이 뾰족한 형

태의 후드가 달려 셔츠위에 착용하였고, 줄무늬나 다

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졌다.39) 아프리카풍은 1960년대

히피복식을 통해 남성 패션에도 민속적인 요소가 표

현되어지면서, 아프리카 흑인의 아프로(afro)헤어스

타일과 화려한 색상의 아프리카풍이 나타난 이후 현

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6) 북아메리카풍

북아메리카풍은 크게 아메리칸 인디언 스타일, 에

스키모, 카우보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주로 가죽이나 나무 또는 면직물을 직조

하여 튜닉, 레깅스, 랩 스커트, 판초나 숄과 같은 의

복을 제작하여 착용하거나 구슬, 자수, 아플리케 등

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의복과 머리는 술과 깃털

장식으로 꾸미고, 가죽으로 된 모카신을 착용하여 이

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 에

스키모인의 대표적인 복식은 앞트임이 없이 모자가

달린 파카(parka)이다 <그림 18>. 여기에 털가죽으로

된 바지와 부츠를 착용하였다. 에스키모 역시 술장식,

자수, 가죽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의복과 소품을 장식

하였다. 카우보이 복식은 가죽바지인 셰퍼레이오스

(chaparajos), 신발 뒤쪽에 톱니바퀴가 달린 스퍼

(spur), 챙이 넓은 모자, 권총과 권총집, 목에 두르거

나 얼굴을 가린 커다란 손수건인 반대나(bandanna),

매버릭 타이(maverick tie), 술 장식이 달린 가죽 셔

츠와 재킷으로 대표된다.40)

7) 남아메리카풍

안데스 문명을 바탕으로 한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들은 16세기 에스파냐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화되기

이전까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의복문화를 가지고 있

었는데, 원주민의 복식이 밀려나면서, 16세기 중반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된 이후 남성은 흰 셔츠에 일

자형의 바지를 입고 위에 판초형이나 숄형의 외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19>. 중남미의 복식

은 기하학적 무늬를 넣어 직조하거나 자수를 놓는

것이 특징이다. 남미의 고대 안데스 지역에서는 전통

복식은 튜닉이나 판초형의 망토 등을 착용하는데, 남

녀 모두 니트나 펠트로 된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착

용한 것이 필수적으로 허리띠나 니트 모자에는 종종

술 장식이 달렸다41)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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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iorgio Armani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 116.

<그림 22>

Ozwald Boateng

2003-4 A/W

- Uomo Collezioni,

No. 43, p. 297.

<그림 23>

Ozwald Boateng

2003-4 A/W

- Uomo Collezioni,

No. 43. p. 296.

<그림 24>

Yohji Yamamoto

2003-4 A/W

- Uomo Collezioni,

No. 43, p. 333.

<그림 25>

Christian Lacroix,

2005 S/S

- Uomo Collezioni,

No. 50, p. 243.

<그림 26>

Prada

2008 S/S

- Uomo Collezioni,

No. 61, p. 223.

<그림 27>

John Richmond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 145.

<그림 28>

Kostas Murkudis

2001-2 A/W

- Uomo Collezioni,

No. 35, p. 269.

Ⅲ. 2001년~ 2010년까지의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

1. 경향 분석
1) 중국풍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세계의 눈이 중국을 향하

면서, 중국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많이 등장

하였다. Armani는 2003 S/S 컬렉션에서 전통복식인

마괘의 형태를 응용하여 사선 여밈을 좌우대칭 여밈

으로 변형하고, 만다린 칼라, 매듭단추 등을 활용하

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하였고 <그림

21>42), Ozwald Boateng은 2003-4 A/W 시즌에 중국

풍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이면서, 중국인들이 길상

의 색으로 여기는 빨간색과 매듭단추를 포인트로 슬

림 라인의 수트를 발표하였다 <그림 22>43).

개체변발은 중국풍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요소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림 23>44)은 중국 노동자들이

즐겨 쓰는 쿨리 햇과 같이 착용하여 소박한 중국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Yohji Yamamoto는 03-04

A/W 컬렉션에서 마오룩을 선보이면서 복고적인 이

미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24>45). 또한 복

고적인 이미지는 <그림 25>46)처럼 18세기에 풍미했

던 중국적 모티브를 현대 남성 수트에 조화시켜 화

려하게 표현함으로써 남성복의 여성복화를 복합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남성복의 변화에 편승하는 경향으로 <그림

26>47)은 짧은 소매의 마괘 스타일로 사선 여밈과 허

리라인이 들어간 슬림한 실루엣과 화려한 꽃문양의

소재로 탐미적인 경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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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Gucci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 127.

<그림 30>

Alexander Mcqueen

2006-7 A/W

- Uomo Collezioni,

No. 55, p. 63.

<그림 31>

Moschino

2006-7 A/W

- Uomo Collezioni,

No. 55, p. 176.

<그림 32>

John Galliano

2007-8 A/W

- Uomo Collezioni,

No. 59, p. 317.

<그림 33>

Alexander McQueen

2006 S/S

- Uomo Collezioni,

No. 53, p. 68.

<그림 34>

John Galliano

2007-8 A/W

- Uomo Collezioni,

No. 59, p. 316.

<그림 35>

Paul & joe

2006 S/S

- Uomo Collezioni,

No. 53, p. 346.

<그림 36>

Issey Miyake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134.

중국풍의 용문양은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로 <그림

27>48)은 금색의 자수로 화려함과 강한 남성성을 표

출하고 있으며, <그림 28>49)은 니트 소재의 상의에

전통보를 응용하여 비대칭적 위치에 금사로 자수를

놓고, 여성의 스커트를 중국풍의 소재로 바지위에 덧

입혀 남성복에 접목하면서 이국적인 감성을 발산하

고 있다.

2) 일본풍

일본풍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의 테마로 사

용하였는데,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인 기모노를 활

용한 디자인은 상의, 재킷의 형태로도 적용이 되었다.

<그림 29>50)는 기모노를 자유롭게 풀어헤쳐 동작에

따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구성되는 실루엣과 단순

화되고 정형화된 문양, 광택 있는 소재를 통해 일본

풍을 표현하였다. Alexander Mcqueen은 2006-7 A/W

컬렉션에서 기모노의 목둘레 깃 모양을 테일러드 칼

라로 변형하고, 오비를 연상시키는 폭이 넓은 벨트,

자수 장식의 신발을 조화롭게 연출하여 시선을 끌었

다<그림 30>51).

현대 남성패션에서의 일본풍은 기모노에만 국한되

지 않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 요소들이 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3

1>52)은 일본의 유도복을 상의로 착용하였는데, 타이

를 맨 격식을 갖춘 의상을 유도복과 접목하여 일본

무술의 수련 정신을 결부함과 동시에 젠 스타일의

느낌을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무사의 갑옷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여 CD, 전선줄 등의 재활용 소재들을

이용하여 정크나 키치의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였고

<그림 32>53), 강한 색채 대비의 단추를 촘촘히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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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Antonio Miro

2007 S/S

- Uomo Collezioni,

No. 58, p. 370.

<그림 38>

Gaultier

2008 S/S

- Uomo Collezioni,

No. 61. p. 276.

<그림 39>

Miguel Marinero

2008-9 A/W

- Uomo Collezioni,

No. 64. p. 256.

<그림 40>

moschino

2006 S/S

- Uomo Collezioni,

No. 53. p. 194.

<그림 41>

Raf Simons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 346.

수공예적인 느낌으로 갑옷의 이미지 끌어내고 여기

에 조리를 착용함으로써 복식이 상징하는 기능적 기

대를 전복하여 반전의 효과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33>54). <그림 34>는 짙은 색 의상으로 신체를 은폐하

고 얼굴을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강인한 닌자의 모습

을 연상케 한다. <그림 35>55)는 일본의 대표 문양인

벚꽃을 라펠에 자수로 장식하여, 붉은색의 꽃무늬 셔

츠와 매치하여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으로 메트로섹

슈얼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Issey Miyake는 티셔츠에

양식화된 일본 문양을 <그림 36>56)처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상으로 화려한 일본풍을 강하

게 보여주었다.

3) 인도풍

Antonio Miro는 2007 S/S 컬렉션에서 샬와르와

사리를 변형하여 인도 전통복식과 현대복식과 조화

를 유도하였고<그림 37>57), Gaultier는 2008 S/S 컬

렉션에서 메탈릭 소재의 룽기를 스커트로 착용하고,

기존의 착장법을 벗어나 셔츠를 생략한 채 타이와

베스트를 착용하였다. 룽기를 통한 다리의 노출은 마

치 여성의 관능적 모습을 연상케하며 남성의 여성적

취향의 접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58). 인도풍의

특징 중 하나인 터번과 네루 재킷은 컬렉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으로 금색과 조화를 이

루어 화려한 인도의 이미지를 슬림한 실루엣과 함께

나타내었고 <그림 39>59), 인도의 대표적 문양인 페이

즐리는 대담하게 남성 수트와 접목되어 자연적 이미

지와 화려함을 표출하였다 <그림 40>60). 또한 Raf

Simons는 코끼리 문양을 인도풍 모티브로서 니트에

적용하여 동물문양을 통한 경쾌하고 친근한 느낌을

나타내었다<그림 41>61).

4) 중동풍

2001년과 2010년 사이의 남성 패션은 중동풍이 많

은 영향을 미쳤다. 2001년 9․ 11테러 이후 세계는

이슬람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패션에도 영향

을 미쳐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중동풍의 아이템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림 42>62)는 토베와 시르왈을 입고 흰색의 스컬

캡을 쓰는 전통적인 복식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도 하고, 몸을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런 실루엣에 상

의의 트임을 깊게 파내어 남성의 신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림 43>63). <그림 44>64)와 <그림 45>65)는

중동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두식을 반영한 작품

들로 전자는 터번을 활용하여 은폐나 저항의 이미지

를 나타내었고, 후자는 구트라와 아갈을 수트 위에

더함으로 부유한 중동부호를 연상케 한다. 보통 하렘

팬츠는 여성의 복식이지만, <그림 46>66)은 남성이 하

렘팬츠를 착용함으로써 마치 아라비안나이트를 연상

케하고, 허리선을 강조한 상의와 같이 입음으로서 동

시에 여성적 이미지를 더하였다. 이러한 장식적 이미

지는 <그림 47>67)과 같이 할례복을 모티브로 하여

동전을 표면에 장식한 애꾸눈 해적을 연상케하는 작

품도 등장하였고, Galiano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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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Miguel Adrover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2, p. 183.

<그림 43>

Roberto Cavalli

2002 S/S

- Uomo Collezioni,

No. 37, p. 204.

<그림 44>

Raf Simons

2002 S/S

- Uomo Collezioni,

No. 37, p. 332.

<그림 45>

John Galliano

2008 S/S

- Uomo Collezioni,

No. 61, p. 285.

<그림 46>

Byblos

2008 S/S

- Uomo Collezioni,

No. 61, p. 109.

<그림 47>

Alexandre Herchcovitch

2004-5 A/W

- Uomo Collezioni,

No. 48, p. 297.

<그림 48>

John Galiano

2009 S/S

- Uomo Collezioni,

No. 65, p.299.

<그림 49>

Versace

2005 S/S

- Uomo Collezioni,

No. 49, p. 219.

르(Asir)지방의 부족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 48>68)

과 같은 작품을 선보이며, 해체적이면서도 신선한 이

국적인 취향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이국적인 요소

는 수용과정에서 다소 과장되어 표현되어지기도 하

는데, <그림 49>69)와 같이 아라비아 검을 머리장식으

로 위치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아이러니 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5) 아프리카풍

현대인들의 자연회귀에 대한 향수는 원시성을 간

직한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으로 등장하였다. 고대의

벽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의 <그림 50>70)과

타투와 거친 표면의 재질로 가공하지 않은 듯한 느

낌을 주는 <그림 51>71)은 아프리카의 원시 신앙 예

술과 토속성을 반영하고, <그림 52>72)는 자연에서 얻

어지는 토속적인 소재를 의상에 접목하여 문양이나

페이스 페인팅 등의 특징적인 요소로 아프리카의 원

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젤라

바의 특징을 살려 현대에 맞게 변형하고 모로코의

독특한 패턴을 매치시켜 경쾌한 감각으로 재해석하

기도 하였고<그림 53>73), 아프리카의 가면 등과 같은

원시예술을 접목하여 순수함과 소박함을 지니면서도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 54>74).

6) 북아메리카풍

북아메리카풍은 인디언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강인한 남성미를 표현하거나 자연적 이미지를 추구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림 55>75)는 모히칸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과 장신구로 단조로운 셔츠와 바지

차림에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추가하였고, 화려한 깃



服飾 第61卷 10號

- 114 -

<그림 50>

Miguel Adrover

2005 S/S

- Uomo Collezioni,

No. 50, p. 274.

<그림 51>

M+F Girbaud

2005 S/S

- Uomo Collezioni,

No. 49, p. 166.

<그림 52>

Walter van beirendonck

2006 S/S

- Uomo Collezioni,

No. 53, p. 369.

<그림 53>

Romeo Gigli

2003 S/S

- Uomo Collezioni,

No. 41, p. 195.

<그림 54>

Ozwald Boateng

2002 S/S

- Uomo Collezioni,

No. 37, p. 318.

<그림 55>

Ozwald Boateng

2005 S/S

- Uomo Collezioni,

No. 49, p. 197.

<그림 56>

D Squared

2002 S/S

- Uomo Collezioni,

No. 37, p. 95.

<그림 57>

Roberto Cavalli

2002 S/S

- Uomo Collezioni,

No. 37, p. 204.

<그림 58>

Roberto Cavalli

2003-04 A/W

- Uomo Collezioni,

No. 43, p. 161.

<그림 59>

Denis simachev

2006-07 A/W

- Uomo Collezioni,

No. 55, p. 95.

털로 장식된 인디언 추장의 머리장식 또한 수트 차

림과 같이 착용하면서 남성적 이미지를 고취하는 역

할을 하였다 <그림 56>76). Roberto Cavalli는 인디언

문양을 튜닉과 바지에 접목하여 자연과 동화된 일체

감을 수공예적인 느낌으로 보여주었고 <그림 57>77),

이국취미의 영감을 극한 지방의 에스키모 복식에서

도 아이디어를 취하였는데, <그림 58>78)과 같이 에스

키모의 파카를 변형하여 나타내기도 하고, 털가죽으

로 된 바지와 부츠를 차용하여 에스키모의 이미지를

선보였다<그림 59>79).

7) 남아메리카풍

Alexander McQueen은 2008-9 A/W 컬렉션에서

남아메리카풍을 접목시켜 시선을 끌었다. 고산지역의

자연의 색조가 반영된 텍스타일과 펠트 모자를 기본

으로,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숄

을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림 60>80)은

폭이 넓은 천을 상체를 중심으로 어깨에서부터 숄을

둘렀고, <그림 61>81)은 머리에서부터 다리를 덮을 정

도의 긴 길이의 넓은 숄을 허리에 끈을 고정하여 마

치 한 벌의 외투처럼 자연스런 주름이 잡히게 하여

착용하였다. <그림 62>82)는 펠트 모자와 기하학적 문

양의 프린지 장식의 카디건을 통해 고산지대의 소박

한 복식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Etro는 2005 S/S

컬렉션을 통해 마야문명을 모티브 한 작품을 선보였

다. <그림 63>83)은 마야 문명의 관을 화려한 꽃무늬

의 상의와 매치하면서 고대에 융성하였던 마야문명

을 연상케 하였고, 마야 문명의 독특한 문양을 재해

석하여 티셔츠와 셔츠에 프린트하여 이국풍을 표현

하였다<그림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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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Alexander McQueen

2008-09 A/W

- Uomo Collezioni,

No. 63, p. 62.

<그림 61>

Alexander McQueen

2008-09 A/W

- Uomo Collezioni,

No. 63, p. 63.

<그림 62>

Alexander McQueen

2008-09 A/W

- Uomo Collezioni,

No. 63, p. 65.

<그림 63>

Etro

2005 S/S

- Uomo Collezioni,

No. 49, p. 116.

<그림 64>

Etro

2005 S/S

- Uomo Collezioni,

No. 49, p. 116.

2. 특징 분석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대 남성 패션에 표현

된 이국취미는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며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경향분석

을 통해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특성이 복고풍으로 재현된 특징을 띈다. 이국적 취향

은 비서양지역의 전통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수용

되는 데에 따른 지역성과 전통의 재현의 의미를 가

지는 복고성을 내포한다. <그림 65>85)에서는 전통적

인 일본 무사의 갑옷을 역사적 재현의 모티브로 삼

아 현대패션과 접목하여 재해석하고 있다.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에 있어서의 복고성은 타

문화의 정신세계나 향수를 이해하고 시도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시간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타문화의 전

통복식의 형식이나 형태를 통해 현대에 맞게 재해석

하여 새롭게 표출되어진 것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지역 간 특성들이 혼합되고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절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국

적 취향을 추구함에 있어 타국의 문화가 디자인의

영감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적 특성의 절충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졌다. 타문화의 전통복식과 현대

적인 서양복식이 접목되고, 여러 나라나 지역의 복식

아이템이 동시에 표출되며 디자인 발상의 지역적 범

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패션에서만 보였던

요소들이 남성패션에 접목되어 나타나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형식과 전통이 파괴되는 측면으로 표출되

었다. John Galiano는 <그림 66>86)에서처럼 변발과

광택소재로 중국풍을 표현하면서 칼라와 소매부분에

비즈 자수로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고, 허리에 술장

식된 꽃무늬 새시밸트와 강한 메이크업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접목하였다.

셋째는 남성의 미적욕구가 보다 다양하게 표출된

특징을 띈다. 남성 패션에서의 이국적 취향은 타국의

전통복식을 차용해오는 과정에서 화려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신비로운 환상의 이미지가 반영되

면서 남성의 장식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기존의 획일적인 단순한 남성미의 표현에서 보다 개

성적이며, 멋지고, 장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양한

소재와 수공예적인 기법, 독특한 의복형태를 통해 이

국적인 요소로 혼합하면서 충족시켰다. 때로는 다소

과장된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신비롭게 그려지거나

환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경향도 있었다 <그림 6

7>87). 이러한 경향은 남성의 변화하는 미적욕구를 반

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 다양화되고 과감하게 표

출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자연지향적 특성을 띈다.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구촌의 생존과도 연결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한 자연을

그대로 지닌 지역을 동경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수한 자연이 그대로 표출된 지역의 문화

와 복식이 디자인의 모티브로 그대로 활용된 것에서

원시적 본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거친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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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Ozwald Boateng

2003-04 A/W

- Uomo Collezioni,

No. 43, p. 296.

<그림 66>

John Galiano

2010 A/W

- Uomo Collezioni,

No.69 p. 295.

<그림 67>

John Galiano

2010 S/S

- Uomo Collezioni,

No.68, p. 306.

련되지 않은 소재들과 수공예적인 기법, 신체의 노출

등은 자연 생명력과 자연과 인간의 동화된 모습을

지향하는 감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8>88)

에서처럼 동물의 뿔, 털, 이빨, 식물뿌리, 나뭇잎등의

원시적이며 토착적인 상징으로 표현되는 소재와 신

체의 노출로 관능적이면서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현

하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국적

취향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남성 패션을 대상

으로 하여 그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은 선행연구와 지역적 특

성을 참고로 하여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중동풍,

아프리카풍, 북아메리카풍, 남아메리카풍의 7개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각 사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전통적 복식이 반영된 작품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

하여 내재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특성이 복고풍으로 재현된 특징을

띈다. 이국적 취향은 비서양지역의 전통의상의 특징

과 요소들이 수용되는 데에 따른 지역성과 전통의

재현의 의미를 가지는 복고성을 내포한다. 전통복식

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현시적으로 재해

석하여 표현되어졌다.

둘째는 지역간 특성들이 혼합되고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절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국

적 취향을 추구함에 있어 타국의 문화가 디자인의

영감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적 특성의 절충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졌다. 이러한 절충성은 기존의

형식과 전통이 파괴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셋째는 남성의 미적욕구가 보다 다양하게 표출된

특징을 띈다. 남성 패션에서의 이국적 취향은 타국의

전통복식을 차용해오는 과정에서 화려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신비로운 환상의 이미지가 반영되

면서 남성의 장식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자연지향적 특성을 띈다.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순수한 자연이 남아있는 지역의 문화와 복식이

모티브로 활용되어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감성으

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패션에 있어서의 이국적 취향은 전반

적인 트랜드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여성 패션에서의

이국적 취향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남성 패션이

다양화되고 장식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

지만, 여성 패션에서 보여지는 이국취향의 표현의 폭

에 비해서는 다소 그 진폭이 좁게 나타났다. 앞으로

남성 패션에서의 이국적 취향은 기존의 전형적인 것

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디자인 발상의 원동력 중

하나로 더욱 과감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국적 취향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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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행연구들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가장 일반적

이라 여겨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종교나 문화권에

따라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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