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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셀러브리티들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향력을 가진 대상
이다.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하는 국내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자신만의 패션 미학을 대중들에게 노출함으로써 패션 리더
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며, 컬렉션을 개최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창출
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의 분석을 토대로 여성 셀러브리티
들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분석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형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무채색의 활용,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셀러브리티들은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슬림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 원피스 드레스나 스커트의 착용,
부드러운 소재나 러플의 장식을 통하여 전통적인 여성미를 드러내는 페미닌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원피스 드레스
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 또한 다수 나타남에 따라 남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박시 실루엣, 화려한 컬러들이 믹스된 멀티 컬러, 반짝이는 소재와 그래픽이나 레터링의 문양, 다수의
디테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elebrities form a dominant culture of one era and are cultivating influence to lead new 
fashion. Domestic women celebrities attending Seoul Fashion Week build their image as a fashion leader
by exposing their own fashion aesthetics to the public. This promotes PR and sales of the brand of 
fashion designers in the collection. This study considers the fashion trends of women celebrities by 
analyzing the fashion style of women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content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traight silhouettes, achromatic colors, and
an absence of a pattern or decoration comprised a high proportion. Celebrities preferred a modern and
minimal style. Second, they preferred a feminine style that shows traditional feminine beauty through 
slim and princess silhouettes, one-piece dress or skirts, soft materials, and decorations with ruffles. In
addition, as a matching jacket on one-piece dresses also appeared, it showed that celebrities attempted
to change the chic feminine style with masculine beauty. Third, boxy silhouettes, multi-color mixed with
colorful colors, graphic or lettering patterns, glittering materials and lots of details comprised a high 
proportion. This means celebrities pursue a maximal style that reveals their strong presence as fashio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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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셀러브리티(celebrity)[1]는 “TV나 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우상시 되는 인물”로 한 시대
의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유행을 선
도할 수 있는 향력을 함양하고 있다. 19세기 국의 경
제학자인 Walter Baghot[2]는 “눈앞에 있는 대상을 모
방하려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이자, 근원적인 욕구”라 말
했듯이 우월한 대상을 따라 하려는 대중들의 모방 욕구
는 전 사회에 걸쳐 워너비(wannabe) 현상이라는 일련의 
사회 현상을 등장하게 하 다. 대중들은 셀러브리티의 개
성이나 취향이 표상화되어 있는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셀러브리티와 일원화되
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패션 유행은 의복이 특정 시
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 갈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짐으로써 기인 되는 하나의 경향[3]이라고 할 수 있다. 셀
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미
적 욕구와 결부하여서 한 시대의 새로운 패션 유행을 창
조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점을 함양
하고 있어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셀러브리티들은 광고하고 시장에 내놓
을 수 있는 형체를 함양한 구체적인 특징들을 갖춘 존재
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변화하고 재현
될 수 있는 이점을 내포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다양한 
매체 속에 셀러브리티가 착용한 의복은 셀러브리티가 지
닌 이미지와 결부되어,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에 긍정적
인 결과를 창출하기도 한다[2]. 이처럼 셀러브리티가 함
양하고 있는 향력에 따라 매해 새로운 컬렉션을 개최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은 셀러브리티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의 유대 관계를 대중들에게 노출시켜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컬렉션에 참석한 셀러브리티
들 또한 자신만의 정체성이 반 된 패션 스타일을 통하
여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대
중들에게 패션 리더로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고 할 수 있다[5].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Lee[1]는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타의 결합으로 창
출된 여러 패션콘텐츠를 토대로 스타의 패션이 가지는 
문화적・산업적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Ko[2]는 셀러브리티 패션스타일에 의한 워너비 현상이 
패션산업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 다. 
Kim[6]은 할리우드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

여 대중을 비롯한 현대 패션에 미친 향을 분석하는 연
구를 수행하 으며, Park[7]은 셀러브리티 패션에서 표
현된 게토 스타일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마지막
으로, Joo and Ha[8]는 한국 셀러브리티를 중심으로 패
션 희생자의 스타일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셀러브리티의 패션과 사회 현
상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거나 국내・외 셀러브리티
들의 패션에 나타난 특정 스타일에 대한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같이 셀러브리
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 컬
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참석한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사진을 토대로 의
상 디자인 요소별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셀러브리티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셀러브리티들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대중들의 
기대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셀러브리티의 스타일 연출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 방법과 내용분석 연구 방
법을 병행하 다. 첫째, 이론적 연구는 셀러브리티와 서
울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 국내
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고찰을 수행
하 다. 두 번째,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연구는 패션 스타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9-12]
를 토대로 크게 실루엣, 아이템, 색상, 소재, 문양, 디테일 
4가지 항목으로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셀
러브리티의 패션의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
다. 소재의 분석에 있어서 사진만으로 소재의 재질감이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의복 재질에 대한  시각
적 감성어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의 범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컬렉션에 참
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사진 446장을 분석 사료로 활용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셀러브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사전적으로 “유명한 또는 잘 알려진 인물”[13]의 의미

를 지닌 셀러브리티는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이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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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와 향을 끼치는 사람”[14]을 
의미한다. 셀러브리티란 개인이 이룬 성과에 대한 가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파되고,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시, 사회적 표상이 되며, 대중들에게 미치는 향력과 확
산성이라는 힘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셀러브리티와 패션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Kim[6]는 셀러브리티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향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미
디어 매체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오늘날 셀러브리티는 
문화적 이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와 개인적 취향과 욕망
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상적 이미지와 패
션을 전파하는 중요한 시각적 표현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고 하 다. Baik and Lee[15]는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는 대체적으로 특정 분야의 집단에서 주목과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 즉, 셀러브리티와 깊
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공적인 패션 스타일
이 무엇인지, 어떤 소비층에게 수용될 것인지에 대한 유
행 흐름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선망하며, 모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패션 제품을 구
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하 다. Ko[2]
의 연구에서 셀러브리티들이 등장한 배경은 자본주의 사
회에서 스타라는 특정 인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부
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을 추종하여 닮고자하는 워너비 현
상은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비롯하여 그들의 라이
프 스타일의 모방뿐만 아니라 성형을 통하여 외모를 바
꾸기까지 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하 다. Joo and 
Ha[16]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동경의 대상인 셀러브리
티들은 패션 산업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과거 패션산업에 참여하는 셀러브리티는 배우나 가수
와 같은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운동선수나, 정치인, 기업인 등뿐
만 아니라 그들의 패션을 선망하는 소비자 자신이 패션 
셀러브리티의 주체자가 되는 현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
음에 주목하 다.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까지 존재하 던 수많은 셀러브
리티들은 그들의 뛰어난 개인적 역량이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추종하고, 선망하는 
대중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셀러브리티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발달 속
에서 과거 일방적인 전달자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대
중들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셀러
브리티에 대한 대중들의 위치가 추종자에서 동반자라는 
의미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셀러브리티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욕구에 보다 부
합할 수 있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창조와 유행을 끊임
없이 발현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 또한 
새로운 패션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패션 리더로서
의 욕구를 함양하게 되는데, 누구나 자신의 패션 관념을 
상대방에게 표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조성은 대중
들이 패션 셀러브리티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현상을 더
욱 확산시키는 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서울 패션 위크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울 패션 

위크는 세계 4대 패션 위크라고 명명되는 뉴욕, 파리, 런
던, 밀라노에 이은 세계 5대 패션 위크로 성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제1회 서울 패션 위크는 1997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패션협회와 MBC 문화방
송이 공동 주최가 되어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되었
으며, 국내 각 디자이너별 그룹 쇼를 통합한 서울 컬렉션 
및 서울 패션 페어, 대한민국 섬유 패션 대전, 서울 패션
인상 등의 여러 소규모의 행사들을 통합한 국내 최대 규
모의 패션 행사로 구성되었다[17]. 또한, 서울을 세계적
인 패션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통
상산업부, 문화체육부의 정부 기관들의 후원이 이루어졌
는데, 이는 21세기 전략사업으로 패션산업을 육성시키려
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17,18]이라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서울시는 서울 패션 위크 전체 행사 
주관기관이던 서울패션센터를 폐쇄하고, 민간 주도 방침
을 제시하 으며[19], 2012년부터는 ㈜피플워스프로모
션과 이노션 월드와이드 등 민간 기업의 주도하에 행사
를 진행하기도 하 다[18]. 2014년을 기점으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으며
[18], 2016 S/S부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구호 예술 
감독을 입하여 ‘아시아 No.1 패션 위크’라는 비전을 달
성하고자하는 변화를 시도하 다[20]. 2016년부터는 아
모레퍼시픽 헤라가 공식후원사로 지정됨으로써 ‘헤라 서
울 패션 위크’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참가 디자이너의 
선발 기준 강화 및 기업들의 협찬 유치 활성화,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 등 서울 패션 위크의 자립 기반을 강화
[18]하고자 하 다. 2019 F/W부터는 공식후원사 ‘헤라’
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서울 패션 위크’라는 명칭을 사용
하 으며, 비즈니스 플랫폼 강화와 글로벌 패션업계와의 
협업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가 세계 시장에 
보다 발 빠르게 진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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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tem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One-piece dress 116(26.01)
Top+Skirt 70(15.69)
Top+pants 63(14.13)

Top+pants+jacket 52(10.87)
Top+Skirt+jacket 39(8.75)

One-piece dress+jacket 27(6.05)
One-piece dress+coat 13(2.91)

Top+Skirt+jumper 12(2.69)
Top+one-piece dress 11(2.47)

Top+pants+coat 11(2.47)
One-piece dress+jumper 9(2.01)

Top+pants+cardigan 5(1.12)
Top+pants+jumper 5(1.12)

Top+Skirt+coat 5(1.11)

Table 2. The analysis of the item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21]. 
서울 패션 위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Joo[18]는 한국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서울  패션 위
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Lee[22]는 2017 F/W의 서울 및 홍콩 패션 위크에 참가
한 업체 및 브랜드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델 활용 현황 분
석 및 모델 속성과 이미지 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시아 패션업계의 모델 인식 경향을 살펴보았다. Lee 
and Kim[23]은 2017 S/S 서울 패션 위크의 ‘지속가능
한 패션 그리고 디자인 런웨이’를 중심으로 윤리적 패션 
브랜드의 공동 브랜딩 기획의도, 과정, 결과의 분석을 통
하여 윤리적 패션 철학 기반의 브랜드 간 협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런웨이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서울 패션 위크는 오랫동안 국
내 디자이너들의 세계화 및 국내 패션시장의 경제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패션 위크와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은 거시적으로 서울 패션 위크 행사 자체의 활성화 
방안이나 패션쇼와 관련된 콘셉트, 또는 모델 등 패션 위
크와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매해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하여 대중매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3.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내용 분석

3.1 실루엣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실루엣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
티 패션의 실루엣은 단일형 실루엣과 두 가지 실루엣이 
절충된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단일형 실루엣의 경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4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박시 실루엣이 17.04%, 에이라인 실루엣이 14.1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슬림 실루엣이 8.74%, 프린세스 
실루엣이 3.59%,로 나타났다. 복합형 실루엣의 경우, 박
시 실루엣과 절충된 복합형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박시 실루엣과 슬림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4.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박시 실루엣과 스트레이
트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1.57%, 박시 실루엣과 에이

라인 실루엣이 절충된 형태가 0.45%로 나타났다.

The silhouett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traight silhouette 206(46.19)
Boxy silhouette 76(17.04)
A-line silhouette 63(14.13)
Slim silhouette 39(8.74)

Boxy+Slim silhouette 21(4.71)
Princess silhouette 16(3.59)
Mermaid silhouette 9(2.02)
Y-line silhouette 6(1.35)

Boxy+Straight silhouette 7(1.57)
Boxy+A-line silhouette 2(0.45)

Minaret 1(0.22)
Total 446(100)

Table 1. The analysis of the silhouett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3.2 아이템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아이템의 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
티 패션의 아이템은 원피스 드레스가 26.01%로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상의와 스커트를 매치한 형태가 15.69%, 
상의와 팬츠를 매치한 형태가 14.13%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 상의와 스커트 또는 팬츠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
가 각각 14.13%, 10.87%로 나타났으며, 원피스 드레스
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도 6.05%로 나타났다. 또한, 점퍼
나 코트, 카디건이나 베스트를 매치하여 연출한 형태도 
나타났으며, 상・하의가 결합된 일체형의 점프수트를 착
장한 형태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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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or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ingle color

Black 44(9.87)
white 23(5.16)

Blue green 12(2.69)
Red purple 11(2.47)

Yellow 9(2.02)
blue 6(1.35)
Gray 6(1.35)

Yellow red 5(1.12)
Red 3(0.67)

Green 2(0.45)
Green yellow 1(0.22)

Purple 1(0.22)

Coloration of 
two achromatic 

colors

Black+White 80(17.94)
Black+Gray 8(1.79)

Black+White+Gray 6(1.35)
White+Gray 3(0.67)

Coloration of 
black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Red purple 9(2.02)
Black+Yellow 8(1.79)

Black+Yellow red 7(1.57)

Black+Blue green 7(1.57)

Table 3. The analysis of the color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Black+Red 6(1.35)
Black+Purple 3(0.67)
Black+Green 2(0.45)

Black+Green yellow 1(0.22)
Black+Purple blue 1(0.22)

Coloration of 
black and 

two chromatic 
color

Black+Blue+Yellow red 1(0.22)
Black+Green yellow+blue 1(0.22)
Black+Red+Yellow Red 1(0.22)

Black+Yellow green+Red 1(0.22)
Black+Yellow+Red purple 1(0.22)

Coloration of 
white and 

one chromatic 
color

White+Blue 10(2.24)
White+Yellow 7(1.57)

White+Red Purple 6(1.35)
White+Purple Blue 6(1.35)
White+Blue Green 5(1.12)

White+Red 5(1.12)
White+Yellow Red 5(1.12)

Coloration of 
white and 

two chromatic 
color

White+Blue+Purple blue 2(0.45)
White+Blue Green

+Red purple 1(0.22)

White+Red+Green 1(0.22)
White+Red purple

+Purple blue 1(0.22)

White+Purple+Yellow 1(0.22)
Coloration of 

gray and 
one chromatic 

color

Gray+Green 2(0.45)

Gray+Blue 1(0.22)

Coloration of 
white and 

two chromatic 
color

Gray+Blue+Yellow 1(0.22)

Coloration of 
Black, white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White+Yellow 4(0.90)
Black+White+Red purple 3(0.67)
Black+White+Yellow red 3(0.67)

Black+White+Blue 3(0.67)
Black+White+Red 2(0.45)

Black+White+Purple blue 1(0.22)
Black+White+Green 1(0.22)

Coloration of 
Black, gray and 
one chromatic 

color

Black+Gray+Blue 1(0.22)

Coloration of 
white, gray and 
one chromatic 

color

White+Gray+Red purple 2(0.45)
White+Gray+Purple blue 1(0.22)

White+Gray+Blue 1(0.22)
White+Gray+Yellow red 1(0.22)

Coloration of 
two chromatic 

colors

Yellow+Red purple 2(0.45)
Blue green+Yellow red 2(0.45)

Blue+Yellow red 2(0.45)
Blue+Purple blue 1(0.22)

Blue+Yellow 1(0.22)
Yellow+Blue green 1(0.22)

Yellow+Red  1(0.22)
Yellow+Yellow red 1(0.22)
Red+Purple blue 1(0.22)
Red+Red purple 1(0.22)

Green+Red purple 1(0.22)
Green+Yellow red 1(0.22)

Red purple+Blue green 1(0.22)
Red purple+Green yellow 1(0.22)
Red purple+Purple blue 1(0.22)

Red purple+Yellow 1(0.22)

Top+jumpsuit 2(0.45)
Top+Skirt+cardigan 1(0.22)

Top+Skirt+vest 1(0.22)
Top+pants+vest 1(0.22)

One-piece dress+skirt+jacket 1(0.22)
One-piece dress+pants 1(0.22)

One-piece dress+pants+jacket 1(0.22)
Total 446(100)

3.3 색상과 색상의 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색상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색상 톤의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색상
은 단색의 경우, 블랙이 9.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화이트가 5.16%로 나타났다. 두 가지 무
채색 색상의 조합에 있어서,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이 
1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채색과 유
채색의 결합은 화이트와 블루의 조합이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블랙과 레드퍼플의 조합 
2.02%, 블랙과 엘로우의 조합 1.79%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 두 가지 무채색과 한가지 유채색이 결합 된 
형태도 나타났으며, 유채색의 조합에서도 두 가지 유채색
이 결합된 형태에서부터 네 가지 유채색이 조합을 이룬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의복 위
에 다양한 패턴들로 인하여 컬러가 믹스된 멀티 컬러의 
형태도 13.68%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패션 위크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289

Blue green+Red purple 1(0.22)
Coloration of 

three chromatic 
colors

Yellow red+Blue+Purple blue 1(0.22)
Yellow red+Blue+Red purple 1(0.22)
Yellow+Blue+Yellow green 1(0.22)

Coloration of 
over four 
chromatic 

colors 

Black+Purple+Red Purple+Red 1(0.22)
Black+Yellow+Yellow Red+Green 1(0.22)

Black+White+Blue+Red Purple 1(0.22)
Black+White+Blue+Red  1(0.22)

Black+White+Red+Red Purple 1(0.22)
Black+White+Yellow+Red+Blue 1(0.22)

Black+White+Blue+Red Purple+Green 1(0.22)
Black+White+Yellow Red+Blue 1(0.22)

White+Purple Blue+Yellow+Red+Blue 1(0.22)
White+Yellow+Yellow Green+Purple 1(0.22)
Multi Color by a variety of pattern 61(13.68)

Total 446(100)

The color ton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Light 44(20.47)
Bright 36(16.74)
Dark 10(4.65)
Deep 25(11.63)
Dull 12(5.58)

Light grayish 5(2.33)
Pale 27(12.56)
Vivid 36(16.74)

Bright+dull 1(0.47)
Bright+vivid 2(0.93)
Bright+deep 1(0.47)
Bright+light 3(1.40)
Light+dark 1(0.47)
Light+dull 2(0.93)
Light+vivid 2(0.93)
Light+deep 1(0.47)
Dull+deep 1(0.47)
Pale+deep 1(0.47)
Pale+dark 1(0.47)
Pale+vivid 2(0.93)
Pale+light 2(0.93)

Total 215(100)

Table 4. The analysis of the color ton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215)

3.4 소재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소재의 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가 78.92%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 으며, 반짝이는 소재가 4.26%, 투명한 소
재가 1.57%로 나타났다. 복합적으로 절충된 형태의 소재
도 나타났는데, 부드러운 소재와 투명한 소재가 절충된 
형태가 7.4%로 나타났으며, 부드러운 소재와 반짝이는 
소재가 절충된 형태 6.05%, 반짝인 소재와 투명한 소재
가 절충된 형태 1.57%, 반짝인 소재와 투명한 소재, 부드
러운 소재가 절충된 형태 0.22%로 나타났다. 

The textil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Soft 352(78.92)
Brilliant 19(4.26)

Transparent 7(1.57)
Brilliant+Soft 27(6.05)

Soft+Transparent 33(7.40)
Brilliant+Transparent 7(1.57)

Brilliant+Soft+Transparent 1(0.22)
Total 446(100)

Table 5. The analysis of the textile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446)

3.5 문양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문양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티
의 패션에서 문양이 없는 경우가 57.4%로 문양이 있는 
경우인 42.6%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문양이 있는 경우
는 그래픽 문양이 22.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레터링 문양이 17.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프 문양 15.26%, 체크 문양 12.11%, 자연의 문
양 7.37%, 추상적인 문양 4.74%, 도트 문양 3.82%, 카툰 
문양 2.63% 등이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패턴들이 혼재
된 양상도 24%로 높게 나타났다.

The pattern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Graphic pattern 42(22.11)
Lettering pattern 33(17.37)

Stripe pattern 29(15.26)
Check pattern 23(12.11)
Nature pattern 14(7.37)

Abstract pattern 9(4.74)
Dot pattern 7(3.82)

Cartoon pattern 5(2.63)
Tradition/Ethnic pattern 2(1.05)

Star pattern 2(1.05)
Pattern mix 24(12.63)

Total 190(100)

Table 6. The analysis of the pattern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190)

3.6 디테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디테일의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여성 셀러브리
티의 패션에서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50.6%로 디테일이 
있는 경우인 49.4%에 비해 근소하게 많이 나타났다. 여
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디테일은 매듭과 러플이 15.4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0호, 2019

290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슬릿 12.73%, 프릴 10%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플리츠가 9.09%, 끈 7.27%, 트임이 
6.82%, 단추와 지퍼가 4.55%, 셔링 4.09%, 플라운스와 
컷오프가 3.18%, 태슬과 파이핑이 각각 1.82%로 동일하
게 나타났다.

The detail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

Knot 34(15.45)
Ruffle 34(15.45)

Slit 28(12.73)
Frill 22(10)

Pleats 20(9.09)
String 16(7.27)
Vent 15(6.82)

Button 10(4.55)
Zipper 10(4.55)
Shirring 9(4.09)
Flounce 7(3.18)
Cutoff 7(3.18)
Tassel 4(1.82)
Piping 4(1.82)
Total 220(100)

Table 7. The analysis of the detail on the Fashion Style 
of Female Celebrities in Seoul Collection     

 (N=220)

4. 결과 및 논의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
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패션 스타일의 경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단순함이 강조되는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스타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한 스타일이란 절제
되고 깔끔한 도시적인 스타일링[24]으로, 직선이나 단순
한 곡선 형태의 실루엣,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여 장식성
이 배제된 간결미[25]를 추구한다. 미니멀 스타일이란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예술 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식적인 측면을 최대한 배제하고, 단일한 색채와 형태를 
통한 절제된 간결함이 융화된 극소화된 형태미를 지향하
며[26], 모던한 스타일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즉, 모던
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이란 장식적인 디테일을 최소
화하고, 간결한 색채와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한 절제의 
미를 투 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상화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
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직선형의 스트레이트 실

루엣(46.19%)과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32.97%)의 활
용,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경우가 각각 57.4%와 50.6%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함이 강조되
는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Seo’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2. Jung’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3. Son’s fashion 
style in 2016 
Seoul fashion 
week

Fig. 4. Le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미니멀
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Fig. 1[27]와 같이 외형의 직선적 실루엣과 내부의 단순
한 곡선적 형태가 조화를 이룬 화이트 색상의 원피스, 
Fig. 2[28]처럼 직선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화이트 팬츠와 
재킷에 블랙의 라운드 상의의 매치를 통한 흑백의 대비, 
또는 이와 반대로 Fig. 3[29]처럼 블랙의 팬츠와 재킷, 
흰색의 스트라이프 셔츠의 스타일링하거나, Fig. 4[30]처
럼 블랙톤의 더블 브레스트 정장을 매치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 다.

이처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직
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된 의복에 장식을 배제하고, 블랙이
나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을 단일 형태, 또는 아이템의 개
별적 색상을 흑백의 대비로 연출함으로써 도시적이고 현
대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패션 스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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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rk’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6. Kim’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7. Lee’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Fig. 8. Kang’s fashion 
style in 2018 
Seoul fashion 
week

패션쇼라는 행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정하고 차분
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여성미가 강조된 페미닌 스타일과 남
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닌은 ‘상냥한, 여성스러운’의 의미를 함양
하고 있는 것으로, 페미닌 스타일이란 품위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성스러운 스타일[25]을 뜻한다. 시
크 페미닌 스타일이란 우아하거나 여성스러움만을 강조
하는 페미닌 스타일에 매니시한 아이템과의 조합을 통하
여 연출하는 것으로 일과 생활에 있어서 현대의 당당한 
여성을 표상화하고자 하는 2019년 새로운 트렌드로 부
각된 스타일[31]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
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여성의 신체를 드러낼 
수 있는 슬림 실루엣(8.74%)과 프린세스 실루엣(3.59%), 
여성성을 표출하는 원피스 드레스(26.01%)나 스커트
(15.69%)의 착용, 부드러운 소재(78.92%)나 러플
(15.45%)의 장식을 통하여 여성미를 드러내는 페미닌 스
타일이 선호됨을 알 수 있으며,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매치한 형태(6.05%)에서 당당한 여성의 시크 페미닌 스
타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페미닌 
스타일과 시크 페미닌 스타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살
펴보면, Fig. 5[32]와 같이 레이스와 러플을 통한 장식과 
이에 따른 볼륨감 형성 및 신체의 내부가 투 되는 소재
를 활용하거나, Fig. 6[33]처럼 재킷의 허리와 스커트 상
부를 힙에 밀착시킨 실루엣을 통하여 신체의 곡선을 노
출시키고, 스커트 하단에는 러플들을 중첩을 통한 볼륨감
을 형성하여 신체에서 표출되는 관능미와 의복의 곡선에
서 자아내는 은유적인 여성미가 조화를 이룬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상화하 다. 또한, Fig. 7[34]이나 Fig. 
8[35]과 같이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꽃의 형태미가 돋보
이는 문양을 의복 위에 프린팅하여 여성의 섬세하고 우
아한 감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 으며, 그 위에 남성적인 
상징성이 내포된 보머 점퍼나 가죽 재킷을 매치하여 주
체적이고 역동적인 여성상을 반 하는 시크 페미닌 스타
일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들은 여
성미를 자아내는 둥근 어깨선이나 허리 곡선이 강조된 
실루엣, 신체의 내부가 투 되는 소재의 부분적인 활용, 
레이스나 러플 등의 디테일의 강조, 도트나 플라워 패턴
을 매치하여 소녀적이면서도 우아한 또는 관능적인 아름
다움이 절충된 여성미를 표출하 다. 이는 신체에서 자아

내는 직접적인 아름다움과 의복의 형태에서 연상되는 은
유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표출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적인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이나 
가죽 소재가 접목된 바이크 재킷 등 매니시한 아이템을 
페미닌 스타일에 매치하여 당당하고, 활동적인 현대의 여
성상이 반 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연출하 다. 이는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전통적인 여성미를 표현함과 동시
에 문화적 이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로서 변화된 가치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자유분방하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
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상을 패션스타일에 표상화시킨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한 
최대의, 최대한도의”[36]란 뜻을 함양하고 있는 맥시멀은 
‘최소한도의 또는 최소의, 극소의’을 지향하는 미니멀과 
상반된 개념이다. 패션에서는 1990년대 미니멀 패션의 
유행 이후, 2000년대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과장된 장
식과 유희성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을 선보이
면서 나타나게 되었다[37]. 맥시멀 룩은 의복의 실루엣을 
과장되게 형상화하거나, 다채로운 장식이나 디테일 및 다
양한 요소들을 의복에 혼재시켜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
[38]하고자는 패션디자이너 내면의 자율성이 반 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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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에 대한 내

용분석 결과를 비추어보았을 시, 과장된 실루엣의 박시 
실루엣(17.04%), 이와 절충된 복합형 실루엣(3.59%), 화
려한 컬러들이 믹스된 멀티 컬러의 형태(13.68%), 반짝
이는 소재(4.26%),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그래
픽이나 레터링의 문양(39.58%)의 높은 비중, 디테일이 
있는 경우도 49.4%를 차지하고 있음을 통하여 과장된 맥
시멀 스타일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대표적
인 맥시멀 스타일을 살펴보면, Fig. 9[39]와 같이 착용자
의 신체 또는 내부에 착용한 의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체크 패턴의 롱 코트를 착장하거나, Fig. 10[40]처럼 꽃
잎을 형상화한 패턴에 다채로운 색상을 적용하여 화려함
을 강조하 다. 또한, Fig. 11[41]와 같이 베이지 색상의 
바지에 부분적인 절개와 유사소재의 중첩을 통한 볼륨화 
및 청바지의 일부분의 부분적 착용하고, 이를 통해 생성
되는 과도한 주름과 실루엣의 왜곡을 통하여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에 의한 맥시멀 스타일을 표현하 다. 이와 
더불어, Fig. 12[42]처럼 반짝이는 비즈와 스팽글로 수놓
은 원피스 아래 과도한 러플 장식의 중첩을 통하여 시각
적으로 화려하고 과장된 심미성을 표출하 다.

Fig. 9. Hong’s fashion 
style in 2017 
Seoul fashion 
week

Fig. 10. So’s fashion 
style in 2015 
Seoul fashion 
week

Fig. 11. Chae’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Fig. 12. Wang’s fashion 
style in 2019 
Seoul fashion 
week

이처럼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셀러브리티 패션의 
맥시멀 스타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복들을 레이어드하
여 형성된 과장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색상의 접목, 화려
한 프린트와 패턴, 다수의 디테일,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
체주의적인 착장법 등 재미와 신선함을 동반한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통하여 셀러브리티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철
학을 표출하 다. 또한, 셀러브리티들의 맥시멀 스타일은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대중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
내기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셀러브리티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패션 스타일
은 베스트 드레서로 명명되어 대중들과 언론의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패션 희생자로 비유되어 비
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8]. 하지만, 셀러브리티만의 독
창적이고 새로운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과의 가치적 의미
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패션 문화와 유행
을 창출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호의 의미를 함양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
브리티들의 패션 사진을 토대로 의상 디자인 요소별 내
용분석을 수행하고,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

을 실루엣, 컬러, 소재, 문양, 디테일로 내용분석을 수행
해본 결과, 첫째,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박시 실루엣
(17.04%), A라인 실루엣(14.13%)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단일적인 실루엣 외에 복합적인 실루엣의 
형태도 나타났는데, 주로 박시 실루엣에 슬림(4.71%)이
나 스트레이트 실루엣(1.57%)을 절충한 형태가 나타났
다. 아이템 착장의 경우, 원피스(26.01%)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의와 스커트를 
매치(14.80%)하거나, 상의와 팬츠를 매치(14.13%)하는 
형태, 또는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을 가미한 형태(6.05%)
가 나타났다. 둘째, 컬러의 경향은 블랙과 화이트
(17.94%)가 함께 사용되거나 블랙 색상에 유채색의 포인
트 칼라 또는 화이트 색상에 유채색의 포인트 칼라가 접
목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색상 톤은 라
이트 톤(20.4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이트 톤과 비비드 톤(16.74%), 페일 톤(12.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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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셋째, 소재는 소프트한 소재가 78.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소프트와 트랜스페런트가 결
합된 소재(7.4%), 브릴리언트와 트랜스페런트가 결합된 
소재(6.05%)순으로 나타났다. 소재 패턴의 경우, 그래픽
(22.1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레터
링(17.37%), 스프라이프(15.26%), 체크(12.11%), 패턴의 
혼합(12.63%)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테일의 경우, 매
듭(15.45%)과 러플(15.4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슬릿(12.73%), 프릴(10%)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컬렉션에 참석한 여성 셀러브리티들의 내용분석

을 토대로 도출된 패션 스타일 경향은 첫째, 단순함이 강
조되는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된 의복에 블랙이나 
화이트의 무채색과 단일 색상을 접목, 간소화된 장식을 
통하여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
출하기 위한 스타일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여
성미가 강조된 페미닌 스타일과 남성미가 절충된 시크 
페미닌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둥근 어깨선
이나 허리 곡선이 강조된 실루엣, 신체의 내부가 투 되
는 소재의 부분적인 활용, 프릴이나 레이스, 러플 등의 디
테일의 강조, 도트나 플라워 패턴을 매치하여 소녀적이면
서도 우아한 또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강조된 여성미를 
표출하 다. 이와 함께 남성적인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이나 가죽 소재가 접목된 바이크 재킷 등 매니시한 
아이템을 믹스 앤 매치하여 연출한 시크 페미닌 스타일
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셀러브리티들이 문화적 이
데올로기 가치의 전달자로써 자유분방하고 주체적인 삶
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상을 패션스타일에 표상화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강
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맥시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의복들을 레이어드하여 
형성된 과장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색상의 접목, 화려한 
프린트와 패턴, 다수의 디테일, 고정관념을 탈피한 해체
주의적인 착장법 등 재미와 신선함을 동반한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통하여 셀러브리티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철
학을 표출하 다. 이처럼 셀러브리티만의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과의 가치적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패션 문화와 유행을 창출하는 트렌드 리
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러브리티들은 대중들에
게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수
단으로 다채로운 패션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점으로 셀러브리티들이 추구하
는 패션 스타일에 관한 정보들을 대중들이 용이하게 얻
을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대
중들이 단순히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스타일을 맹목적으
로 따라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셀러브리티들의 체형이나 외모, T. O. P에 따
른 스타일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소통의 
창을 전개한다면, 대중들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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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의류학과 (의류학석사)

• 2016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
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예술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의전담교수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복식미학, 스포츠패션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