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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shioning phenomenon of 

Muslim women's clothes and its significance for Islamic culture around Malaysia 

and Indonesia. The study examined the phenomenon of hijab, a cultural symbol 

of Muslim women, emerging as a ‘fashion’ rather than folk or religious 

costume, as well as its significance. As for methodology, the investigator 

reviewed research reports, previous papers, and literature studies home and 

abroad since 2010 and conducted an interview with seven female college 

students from Indonesia and Malaysia and one fashion editor from Malaysia 

staying in South Korea.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high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entry into society along with the Pop Islamic created an 

opportunity for hijab among Muslim ladies. The balance between religion and 

fashion leads to happiness among young Muslim women. Second, the modest 

fashion and global fashion retrends present a fashion culture and identify the 

diversity of aesthetic values around the globe. Finally, SNS and hijabista 

activities have promoted individual means of direction based on hijab to 

represent the identity of Muslims on SNS,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cceptance of global fashion and the fashioning and globalization of Southeast 

Asian Muslim clothes. The findings understanding of the consumers and 

markets of Muslim fashion related to global industries and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and diverse asp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appar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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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정부는 년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시2017

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 

아국가연합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개국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ASEAN], 1967) 10 , ・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강 미국 일본4 ( , , ・ ・
중국 러시아 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 시, )

키고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외교정책이다

(Presidential Committe on New Southern Policy [NS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Agency [KOTRA], 2019)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확대되는 아세안에

서 농수산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 , , , 5

대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젊은 소비층의 온라인 홈쇼핑 , 

시장을 공략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무슬림 패션은 의류업계. 

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

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패션산업은 내수시장이 좁고 경기 침체와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중국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 

만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등의 지속적인 , 

시장여건의 불안정은 새로운 마켓의 개척을 필요로 한다 여. 

러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와 패

션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급. 

속한 경제성장 및 도시 집중화는 패션 소비환경에서도 고급

브랜드 소비 고급화가 나타나고 있다 년 무슬림, . 2013

은 의류에 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일본(Muslim) 2660 , 

이탈리아의 패션 매출을 웃도는 규모이다(Kelmachter, 

미국 경제 전문지 포츈 은 지금껏 무슬림을 2016). (Fortune)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금융과 할랄 식품에 집중돼 있지만 

무슬림 시장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것은 바로 패션

이라고 밝힌바 있다(Petrilla, 2015).

무슬림 여성의 의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슬  , 

람풍의 전통복식의 특징을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

(Kang & Jeon, 2003; Kim, Choo, Nam, & Son, 2012; 

Kim, Jeong, & Yum, 2005; Seo, 2014; Seo & Kim, 

이슬람 여성의 베일 에 관한 연구2008; Shin, 2012), (veil)

(Kang & Cho, 2015; Kim, Kim, & Han, 2012; Kwon, 

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슬림2017) . 

패션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와 모디스트 패션에 관(modest) 

한 연구 가 있었다 국(Choi & Kim, 2019; S. Kim, 2018) . 

외 연구는 히잡과 무슬림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인도네(Wagner, Sen, Permannadeli, & Howarth, 2012), 

시아 무슬림 여성의 패션트렌드 인도네시아의 히자버, 

연구(hijabers) (Agustina, 2015; Hassan & Harun, 2016),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와 종교에 관한 연구(Alam,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의 Kamaruddin, & Hishan, 2011), 

히잡과 패션 및 패션소비에 관한 연구(Grine & Saeed, 

가 있었다2017; Hassan, Zaman, & Santosa, 2015) . 2010

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과 패션에 대

한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 

패션 마켓으로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무슬림 여성 의복의 패션화 현(fashioning)

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무슬림 여성의 상징인 히잡. 

이 민속복 종교복의 범주가 아닌 패션 으로서 나타(hijab) , ‘ ’

나는 현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서구 중심의 . 

선행연구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쓰개를 베일이라고 통칭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히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 

패션화란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화의 흐, 

름에 의해 발전하며 패션의 연관성과 감성이 포함되는 용어

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 무슬림 여. Tarlo and Moors(2013)

성들의 히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며 복종 과 저항‘ ’ ‘ ’

과 같은 종교적 경건함 순종 공동체의 권위 뿐 아니라 패, , ‘

션화 가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 .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과 실증적 연구로서 무슬림 대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2010

아 관련 패션산업기사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 국, , KOTRA , 

내 외 선행논문 및 문헌 연구를 하였다 문헌에 기술된 히. ・
잡과 패션화에 대해 이슬람 여성들에게 히잡의 구속력 및 

착용의 의미 패션의 선택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실제 , 

이슬람 여대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학교의 국제교. C

류원 캠프에 참가 중인 무슬림 여대생으로 인도네시아 명(3 ), 

말레이시아 명 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4 ) .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에디터로 활동 중인 남성 패션전문가

와의 인터뷰도 수행하였다(R, Hamid) . 

본 연구는 글로벌 산업과 연관된 패션 으로서의 무슬림   ‘ ’

패션소비자와 패션마켓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며 의류학 연구의 다문화 다양화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이슬람�국가의�변화와�패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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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이슬람부흥운동과�히잡1.�

이슬람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종교로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이 

전파된 시기는 세기 말경으로 오래전부터 동남아와 무역13

을 해오던 무슬림 상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제일 먼저 . 

세기 말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북부 연안에 이슬람 13

왕국이 성립되었고 세기에는 자바 섬으로 진출하여 발리, 15

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섬이 이슬람화 되었다 동(Shin, 2012). 

남아시아의 이슬람은 동남아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인간은 ‘

자연의 일부 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내면으로부터 신실한 ’ 

신앙생활로 자연주의 사상과 조화를 이룬다(Yang, 2005). 

무슬림 은 이슬람 문화와 신념을 상징하는 이슬람  (Muslim)

교도를 일컫는 말이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의 일종으로 코란‘ (Koran, 

이슬람교의 경전 에도 언급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 )’經典
이슬람 전통 복장 중 하나로 지역 종교적 성향 나이 계층 , , , 

등에 따라 모양이나 색채가 다양하다 중동지(Kwon, 2017). 

역의 차도르 아바야 부르카 등이 (chador), (abayah), (burqah)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는 데 반해 히잡은 머리와 목 가슴 , 

일부분을 가리고 얼굴을 드러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 

슬람부흥운동 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등(Islamic Revivalism)

장한 히잡의 한 형태인 질밥 이 있다 질밥은 비치지 (jilbab) . 

않는 천으로 머리와 귀 목을 가리고 턱 아래에서 고정되어 , 

가슴을 덮는 길이로 스카프처럼 목을 휘감는 유형으로 2000

년대 초반에 유행하였다(Lee, 2015). 

년대 후반 아랍국가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남아시아로   1960

확대되고 있는 이슬람화는 정치 경제에서부터 국민의 의식주 ·

및 일상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교리와 종교적 실

천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 1970

이시아에 등장한 이슬람부흥운동은 정치적 부패에 대한 반‘

발과 함께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고 외치는 이슬람 심’ 

화현상으로 이슬람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

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인들의 생활(Kim, 2012). 

양식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원

칙을 내세우는 다양한 종교 조직이나 단체 대학생 중산층, , , 

도시이주민 등 신경제정책의 교육 혜택을 받은 이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이슬람부흥운동은 민주화와 인권 자유에 대한 열망에 주  , 

목하며 국민의 권리와 경제력 향상을 요구하는 정치적 종・
교적 혁명이다 하지만 민주적 운동의 성격을 띤 대중의 요. ‘

구 가 핵심이다 종교는 이러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 . 

적인 매체로의 기능 을 하였고 이슬람부흥운(H. Kim, 2018) , 

동을 통한 민주화는 곧 새로운 이슬람을 부흥하고 이슬람 

정신과 가치의 외적 표현의 수단으로 히잡이 사용되었다 말. 

레이시아 패션에디터 라시드 는 이슬람 여성의 (R. Hamid)

히잡의 구속력 및 착용 의미에 대한  인터뷰에서 히잡을 “

쓰지 않던 엄마가 년대 중반부터 히잡을 쓰기 시작한 1990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당시 무슬림들이 합심하여 어려운 현. 

실을 극복하고자 한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이라 생각합니

다 라고 하였다” . 

이렇게 이슬람부흥운동의 확산 후 여성들은 이슬람적 가  , 

치의 상징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보호하는 페미

니즘 운동을 촉발시켰는데 운동의 상징이 여성들의 히잡의 , 

착용이었다(Lee, Lee, Choi, Ryu, Yeon, & Lee, 2001). 

인도네시아도 년대 이후 이슬람부흥운동으로 히잡 착  1990

용을 망설이던 여성들이 자유롭게 착용을 하게 되었다 대학. 

을 다니면서 이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히잡에 대한 부

정적인 시선 때문에 착용을 꺼리던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

게 되면서 대중적인 히잡 착용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H. Kim, 2018).

년대 또 한 차례의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팝   2000 ‘

이슬람 이 등장하였다 팝 이슬람은 모던 이슬람(Pop Islam)’ . 

으로 불리며 도시 중산층의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고로부터 

탄생한 이슬람교도를 말한다 팝 이슬람의 민주화 과정은 미. 

디어의 발달 및 영향이 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 

세기 들어 대학교육이나 유학 등 서구 교육과 높은 교육 21

수준의 의식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문직에서의 여성 참여의 확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상승 , 

및 여성의 직업 비중이 늘어났고 히잡 착용의 사회적 의미 

변화도 나타났다 라시드는 이제 도시 전문직 여성의 히잡 . “

착용은 높은 교육 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즉 ” .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여성에게 있어 히잡의 착용은 높은 사

회경제적 배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미적표현을 위한 패션 아

이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히잡 착용은 서구. 

의 시선에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제약으로 비쳐졌다 그러. 

나 세기의 히잡 착용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과 구별시키는 21

주된 요인이며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이 여성의 자. 

유를 박탈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히잡은 이슬람‘

적 가치에 근거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

징적인 존재 라 하였다’ (Lee et al., 2001). Alam et al.(2011)

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서의 태도 가치 행, ,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 제도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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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동안 서구적 시각에서 하나의 패션 시  Akou(2007)

스템으로 모든 이슬람 의상을 규정해 온 점을 비판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패션 디자이너들이 년 이후 이슬람 패2006

션에 대해 알리는 이슬람 패션 페스티발(Islamic Fashion 

개최를 통해 이슬람을 곧 테러 집단으로 여기는 Festival) 

편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즉 인. 

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부흥운동으로 변화된 무슬

림의 히잡 착용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패션을 통. 

해 겸손 도덕 아름다움 종교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 , , ,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의 한 도구로 사용하므로 패션의 다

문화 및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시아�무슬림의�히잡�착용의�변화2.�

히잡을 착용한 여성은 종교가 삶의 중심이고 정체성의 핵심

으로 전근대적이고 탈현대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

각하기 쉽다 하지만 년대 이후의 동남(H. Kim, 2018). 2000

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다 이는 . 

전통적이거나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현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의 표현이며 의복과 종교적인 

소속이 아니라 성취와 역량으로 측정하고 싶다는 욕구이다. 

즉 히잡은 인권 자유에 대한 열망에 주목하며 이를 전달할 , 

수 있는 효율적인 아이템으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가족의 반대에도 착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강력하게 강조하며 히

잡의 상징적 가치를 변화시켰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자치주의 공식 종교이며 이슬람   

율법이 강제적이지만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한

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의상으로 다양. 

한 스타일과 패턴 과감한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 Hassan 

에 의하면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et al.(2015)

는 것이 여성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노동력에서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다수인 도시   Wagner et al.(2012)

지역과 소수인 지역의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패

션 의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무슬림 여성이 소수인 지역의 

여성들은 히잡 착용이 자신의 선택보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여성 . 

무슬림의 히잡 착용은 사회적 정치적 경험 교육수준에 따, , 

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히잡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슬림 여성이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은 종교와 패션의 균형

으로 이는 곧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 

교적 의무는 히잡으로 제한될 뿐 미적 표현의 억압이나 미, 

적 취향의 포기를 의미 하지 않으며 자신의 (H. Kim, 2018)

선택으로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히잡은 다른 이슬람권의 베일  

에 비해 비교적 착용이 자유로워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가

리지 않으며 상의와 하의가 모두 가려지지 않고 보이므로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라시드(Kwon, 2017). 

의 인터뷰에서도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트렌디“

한 옷을 입어도 되며 히잡으로 헤어와 목을 커버만 하면 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슬림 여대생 명을 대상으로 한 인”. 7

터뷰에서도 명 모두 히잡 착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 한7 “ ‘ ’ 

다 고 말한다 명 중 히잡 착용 명 미착용 명 인데 모” . 7 (3 ), (4 ) “

두 스스로 선택한 것 이라고 하였다” (Figure 1). 

이렇게 최초의 히잡과 지금의 히잡의 의미는 다르다 최  . 

초의 히잡 착용이 종교의 가름침에 대한 여성 복종의 상징

이었다면 이슬람부흥운동 이후는 여성의 정체성 표현 및 의

사소통의 수단으로 히잡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 

년대를 전후하여 동남아시아 젊은 여성들은 이슬람 규2000

율에 맞게 개성 있는 히잡 패션 스타일링을 추구하게 되었

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의 보장으로 새로운 미적 취향이 . 

생겨나며 무슬림 여성 스스로가 우아하고 개성 있는 이슬람 

패션을 표현하며 히잡 착용의 의미가 변하였음을 알 수 있

다(Figure 2). 

Figure� 1.� Muslim�Women's� Interview
(taken by authors)



이현영� 박혜원� 동남아시아�무슬림�여성�의복의�패션화�연구�·� /� � � � � � � 89

Figure� 2.� Change� of� Southeast� Asian� Muslim� Hijab�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의�경제적�성장과�패션산업3.�

인도네시아는 억 천만 명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세계 위2 5 4

의 인구대국이자 무슬림 인구가 를 차지하는 국가이다87% . 

지리적 문화적으로 아세안 최고의 국가로 세계 대 민주주, 3

주의 체제의 나라이다 이슬람 패션의 (Kim & Jeon, 2013). 

메카로 급성장한 인도네시아는 오랜 전통과 식민지 시대를 

통해 유입된 서구 문화와 동반되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문호

가 열려있다. 

의 해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OTRA 2000

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났고 전체 , 

인구 중 약 천 만 명이 중산층에 속해 있으며 올해는 8 800 , 

약 억 천 만 명이 중산층에 속할 것으로 전망한다1 4 100

그리고 경제성장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는 (Huh, 2019). 

생활소비재 시장의 패턴도 현대화 고급화의 경향이 두드러, 

지며 단순 가격을 중요시하던 소비 시장이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품질 등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변, 

모하였다 그리고 대의 젊은 인구비율이 높아 미용 . 20~30

및 패션의류 소비에 관심이 높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비자 구매  

력이 강해졌으며 모바일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도네. 

시아 모바일 설문 조사기관인 잿팟 은 천 명 이(Jakpat) 4 800

상의 인도네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은 패션상품이

고 응답자의 가 매우 빈번히 패션 상품을 온라인으로 , 44%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Korea Fashion Industry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명의 무슬림 Association, 2017b). 7

여대생 모두 패션 미용 등 한류 상품 및 브랜드에 많은 관, 

심을 보였으며 실제 명의 여대생 모두 모바일 쇼핑을 즐, 7

긴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 

의 급격한 성장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패션산업은 정부 및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패션 전문 미디어 그룹 페미나 가 중요한 역(Femina group)

할을 한다 페미나 그룹이 주최하는 자카르타 패션 위크는 . 

인도네시아에서 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2008

규모의 국제 패션쇼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패션 산업을 . 

위해 출범한 정부 기관 연합체 인도네시아 이슬람 패션 컨‘

소시엄 은 인도네시(Indonesia Islamic Fashion Consortium)’

아 정부가 이슬람 패션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또한 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무슬림 패션 페스티. 2016

벌 은 개국이 참가하는 행사로 인(Muslim Fashion Festival) 6

도네시아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이슬람 패션의 세계적인 인기

와 더불어 해외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

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금융의 메카로 금융업의 명성과   

아시아 유럽 중동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가, , 

진 나라이다 인구의 이상이 무슬림으로 무슬림 소비시. 60%

장과 서구 소비문화와의 접점을 이루는 개방적이고 현대적

인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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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제 및 시장현황 보고서에서 현재   KOTRA 

인구의 약 가 도시에 거주하며 년에는 도시거주인75% 2020

구가 약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급90% (KOTRA, 2012). 

속한 도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인구의 확대 고소득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에 있어 양적 질, , ·

적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패션과 뷰티에 관심을 증대시키며 . 

명품 및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며 많은 기업

들이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있다 정부의 활발. 

한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꾸준히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패션시장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인  

종이 모여 살고 있는 조화롭고 생동감 있는 국가이다 서로 .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

는 것 중의 하나는 쇼핑몰이다(Korea Fashion Industry 

이를 몰링 이라고 하는데 몰Association, 2017a). (malling) , ‘

링 은 몰 에 를 붙인 단어로 복합쇼핑몰에서 쇼’ ‘ (mall)' ’-ing' , 

핑뿐만 아니라 여가도 즐기는 소비 형태이다(Wikipedia, 

말레이시아의 복합 상업시설 대형화 및 다양화는 동n.d.). 

남아시아의 습하고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몰이라고 하는 공

간에서 쇼핑과 식사 영화 미술관 등과 같은 여가와 문화생, , 

활까지 가능한 쇼핑몰 문화가 발달되었다 말레이(Figure 3). 

시아 여대생 명 역시 쿠알라룸푸르 페낭 지역의 쇼핑몰이4 " , 

나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몰링을 즐긴다 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는 패션 산업을 말레이시아  

의 수출 주력 분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자국의 . 

산업은 미약하지만 강도 높은 아시아 각국의 디자이너를 결

Figure� 3.� Shopping� mall� and� Malling
(taken by authors)

집시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아시아 패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년부터 말레이시아 패션 위크를 매년 개최하고 있2014

다 또한 이슬람 패션 시장의 확대와 더(Kelmachter, 2016). 

불어 이슬람 패션을 세계에 알리고자 창설된 이슬람 패션 

페스티발 은 말레이시아의 (Islamic Fashion Festival, IFF )〔 〕

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의 이슬람 패션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

는 기관이자 축제이다(Korea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이렇게 아시아 금융 중심지 말레이시아는 급속한 경2015). 

제 성장 젊은 인구의 확산 중산층의 증가 패션 산업에 대, , , 

한 국가적 지원 등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과거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  

아 군도 사이의 평평한 해저의 상승으로 두 나라는 거의 연

결되어 자연스러운 인구와 물자 이동이 이루어 졌다(Yoon, 

그러므로 언어적 기원 열대기후를 바Park, & Kan, 2016). , 

탕으로 한 의식주 문화 서구 식민지배의 경험 화교 경제인, , 

의 영향력 등 여러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동일한 문화

권에 속한다 두 나라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침. 

체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하며 차세대 내수시장

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Choi, 2012). 

의 강한 경제 개방의 의지를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 

동생산성이 높고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어 패션

산업의 요지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동반성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무슬림�여성�의복의�패션화와�의미�.�Ⅲ

동남아시아 현대 무슬림 여성 의복의 패션화는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의 민주화 인권 자유에 대한 열망의 대중적 , , 

요구로 시작된 정치적 종교적 혁명인 이슬람부흥운동과 팝 ・
이슬람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팝 이슬람의 등

장은 정치 경제 및 의식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
급속한 경제성장 및 글로벌 패션산업의 영향으로 패션의 변

화가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년대까지 . 1980

패션의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년대 . 2000

팝 이슬람의 등장을 전후로 패션으로서의 히잡 착용의 다변

화가 이루어졌으며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무슬림에게 

히잡의 착용은 종교적 믿음과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이므로 종교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 , 

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 결과 무슬. 

림 여성 의복의 패션화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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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이슬람의�등장과�패션으로서의�히잡1.�

팝 이슬람의 등장으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대생들은 히잡 ‘

착용은 멋진 것이다 라고 말하(It is cool to wear the hijab)’

며 히잡은 억압이 아니다 라고 한다 또한 무슬림 여대생들‘ ’ . 

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슬람은 민주적이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설명한다 서구’ (Wagner et al., 2012). 

의 시각에서는 히잡의 착용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

하는 등의 억압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자 로 인식하는 편견이 ‘ ’

있다 그러나 팝 이슬람의 무슬림의 히잡 착용은 자신을 나. ‘

타내는 아이템 으로서 스스로 선택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 ‘ ’ . 

아 말레이시아 여대생 명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의 부모님, 7 “

이 어릴 때부터 히잡을 권유하긴 하지만 히잡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면 쓸 ”, “ .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히잡의 착용이 무슬림으로서의 권” . 

리이자 개인적 선택이고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 및 이슬람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으로 히잡을 패션으로서 즐기며 전통과 

현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고 다채로운 스타일의 히, 

잡 패션을 연출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년 팝 이슬람 이후 히자버 라는 이  2010 (hijaber)

름을 내세운 집단이 출현하였다 히자버는 히잡 과 영어 접. ‘ ’

미사 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로 히자버는 패션으로‘er(s)'

서의 히잡을 지지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Kim, 2017). 

인도네시아에 히자버 커뮤니티 의 공(Hijabers Community)

동체를 결성하고 무슬림 여성들에게 패션으로서 히잡을 지

향하며 트렌드에 맞는 패션 스타일링 정보를 제안한다

이렇게 팝 이슬람의 영향으로 히잡 패션(Agustina, 2015). 

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서구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 

히잡의 패션화에 동참하며 무슬림 의상을 테마로 한 패션쇼

가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개최되었다 이는 (S. Kim, 2018). 

히잡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 고급화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 , 

있으며 히잡이 종교적 복식의 의미를 넘어 패션의 아이템으

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착용되었던 커다랗고 허리까지 오는 무늬가 없는 히  

잡은 년대 초중반 이후 젊은 여성 사이에서 점차 다양2000

한 색채와 문양 소재의 히잡으로 유행하고 있다 라시드의 , . 

인터뷰에 의하면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트렌디“

한 옷을 입어도 되며 히잡으로 헤어 목을 커버만 하면 된, 

다 고 하였다 직장 여성들도 화려하고 비비드한 색채의 오” . “

피스 룩에 히잡을 매치하는 것도 문제없다 고 설명한다” . 

“단 바디 세이프 허락은 스스로 기준이 되는 종교적 신실성, 

에 따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스키니진은 바디 세이프 나타. 

내기 때문에 무슬림에서 허락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젊은 . 

무슬림 여성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스키니 진즈를 착용하

기도 한다 고 하였다.” . 

는 히잡을 전체적으로 패션아이템과 스타일링한   Figure 4

인도네시아 여대생인데 이러한 스타일은 이제 도시 곳곳에, 

서 보인다 히잡과 함께 믹스 앤드 매치하여 패션 스타일링 . 

하는 트렌드가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 

쇼핑센터의 도입은 히잡의 패션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 

계적인 패션업체들은 히잡에 어울리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

을 출시하고 히잡을 착용한 유명 연예인을 상업적으로 광고

에 출연시켜 히잡의 패션화에 영향력을 주었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자국의 전통요소를 중요시하

며 트렌드를 수용한 무슬림 패션을 세계에 소개함으로서 무

슬림 히잡의 패션화에 영향을 미쳤다. 

의 인도네시아 패션 디자이너 애니사 하시부안  Figure 5

은 년 뉴욕 패션 위크 런웨이에서 (Anniesa Hasibuan) 2017

모든 컬렉션에 히잡을 매칭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의상을 

선보이며 히잡의 세계화 및 패션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히잡의 전통적인 이슬람식 복장 착용이라는 인식에서 

자신의 개성을 담아 히잡을 패션아이템으로 활용한 히잡의 

패션화로 이슬람 신앙과 패션을 블렌딩한 새로운 무슬림 여

성 패션이 세계에 제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는 펜싱 배구 농  (Nike) , , 

구 복싱 등의 스포츠 유니폼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무슬, 

림 여성이 스포츠 경기에서 히잡 착용 가능한 고기능성 히

잡을 제작하였다 은 이슬람 여성 선수를 위한 스. Figure 6 ‘

포츠 히잡 을 출시하여’  무슬림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복 착

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전자제품 기업인 샤프 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무슬. (Sharp)

림 여성의 히잡 전용 세탁기를 출시하고 히잡 모드 시리즈

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과거 무슬림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던 시기를 지나   

년대의 동남아시아 팝 이슬람의 등장으로 무슬림에 대2000

한 자긍심과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링 및 자기표현이 증가하

게 되어 이제 히잡은 종교적 신실함과 개인의 미적취향을 

담은 패션을 동시에 나타내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또한 . 

서구화와 글로벌화의 물결은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패션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히잡의 

패션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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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donesia� Female
University� Student
(taken by authors)

Figure� 5.�
Anniesa� Hasibian� 2017� S/S�

(www.elle.com)

Figure� 6.�
Sports� Hijab

(www.bbc.com)

Figure� 7.� Fashioning� of� Hijab

모디스트�패션과�글로벌�패션�트렌드�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디스트 패션은 무슬림 전통 의상과 

무슬림 친화적인 패션스타일을 기반으로 겸손한 정숙한의 , 

의미로 이슬람의 종교적 율법에 부합하는 실루엣이 드러나

지 않으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한 패션스타일이다 신체 라인. 

을 부각 기키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정숙함이라는 코드

는 물론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세련되게 연출하는 무슬림 

패션 스타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디스(S. Kim, 2018). 

트 패션의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이 패션 컬

렉션에 무슬림 전통 의상을 발표하며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민족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 , 

무슬림의 특징적인 아이템인 히잡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재해석한 현대적이고 유니크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의 막스 마라 는 소말리아 난민 출신  Figure 8 (Max Mara)

의 모델 할리마 아덴 을 내세워 트렌치코트에 (Halima Aden)

히잡을 착용하여 무슬림 시티 룩을 선보였고 년 월 , 2018 5

차세대 모델의 변화라는 주제로 히잡을 쓰고 영국 보그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아덴은 인터(Vogue) (Figure 9). 

뷰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문호를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

였다 영국 모델 머라이어 이드리시 는 . (Mariah Idrissi) 2015

년 의 캠페인에서 최초의 이슬람 H&M ‘Close the Loop’ 

히잡 착용 모델로 인정받았고 알렉산더 왕, (Alexander 

의 컬렉션에서 히잡을 머리에 밀착시켜 히잡과 패션 Wang)

아이템을 블랙앤화이트의 배색으로 세련된 시티 룩을 연출

하였다 의 크리스티안 디오르(Figure 10).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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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컬렉션에서 대조배색으로 나(Christian Dior) 2018 F/W 

무줄기와 잎사귀의 자연무늬를 표현하여 이국적인 감성을 

시크하게 보여주었다 패스트패션 브랜(Choi & Kim, 2019). 

드 유니클로는 년부터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이고 세련2015

된 스타일로 디자인하는 패션디자이너 하나 타지마(Hana 

와 콜라보레이션으로 히잡스커트 튜닉 등 무슬림 Tajima) , 

여성을 위한 모디스트 패션 라인을 시즌별로 선보이고 있다

(Figure 12).  

또한 은 미국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 의   Figure 13 (Macy's)

모디스트 패션 브랜드 베로나 컬렉션이다 미국 백(Verona) . 

화점 중에서 최초로 모디스트 패션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무

슬림 여성과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는 인도네시아의 모디스트 패션 쇼핑몰인 스Figure 14

Figure� 8.�Max�Mara�
2017� F/W

(www.vogue.com)

Figure� 9.� Vogue� UK�
Magazine

(www.vogue.co.uk)

Figure� 10.� Alexander�Wang�
2018� F/W

(www.vogue.com)

Figure� 11.� Christian� Dior�
2018� F/W

(www.vogue.com)

Figure� 12.� Uniqlo� and� Hana� Tajima�
2019� F/W

(www.uniqlo.com)

Figure� 13.�
Verona

(www.verona-collection.co.uk)

 

쿠마 로 디즈니 와 모디스트 패션의 컬래버레(Squma) (Disney)

이션으로 대중적이며 세계적인 캐릭터 미키마우스 히잡을 

선보였다 는 인도네시아 디자이너가 출시한 브랜. Figure 15

드 히즈업 으로 월 평균 만 명이 찾는 인기 히잡 ‘ (Hijup)’ 50 ‘

쇼핑몰 이다 창업자가 마음에 드는 히잡 패션 제품을 발견’ . 

하지 못해 직접 히잡 패션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인터

넷 쇼핑몰로 유명하다 의 베리벤카. Figure 16 (Berrybenka) 

쇼핑몰은 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세대 전자상거래 업2011 1

체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패션 온라인 쇼핑몰이다 저렴한 . 

가격과 감각적이면서 실용성을 겸비한 모디스트 라인을 출

시하여 무슬림을 포함하여 일반 소비자까지 타깃 층을 확장

시키고 있다. 

이렇게 과거 부정적 시선과 막연히 경계했던 특정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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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아이템인 히잡이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세계적인 패

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창작되며 하이

패션에서 패스트 패션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모디스트 패션. 

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종교적 문화, 

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패션 한 

장르로서 시장이 확대되었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탈피하. 

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패션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문화를 구축해가고 있는 패션업계의 인식변화

는 무슬림 전통 패션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S. Kim, 2018)

여주었다 그러므로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모디스트 패션은 . 

무슬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인정하

는 패션문화와 더불어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의 장르로 모디

스트 패션이 무슬림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착용 

가능한 패션이라는 패션 장르로의 인식의 변화에 그 의미가 

있다(Figure 17).  

Figure� 14.� Disney� and� Suqma�
(https://gramho.com/)

Figure� 15.� Hijup
(www.hijup.com) 

Figure� 16.� Berrybenka�
(www.berrybenka.com) 

Figure� 17.�Modest� Fashioning

와�히자비스타의�활동�3.� SNS

히자비스타 는 히잡과 패셔니스타 가 합(hijabista) (fashionista)

쳐진 단어로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면

서 개성에 따라 세련된 옷차림을 연출하는 이슬람 여성을 

뜻한다 즉 복장에 있어 종교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초점을 . , 

맞추면서 패션너블하게 옷을 입거나 디자인하는 이슬람 여

성이다 무슬림 히자비스타들은 자신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 

아이템으로 히잡을 착용함과 동시에 패션의 한 요소로서 히

잡을 패셔너블하게 활용하며 트렌디해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채널을 기반으로 등장한 히자비스타는 자. SNS 

신의 히잡 패션 에 공유하고 다양한 패션미디어의 인터SNS , 

넷 활용을 통해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맞는 무슬림 패션스

타일링을 제안한다 무슬림 여성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위. 

한 정보탐색부터 구매와 구매 후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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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즉시성 상호작용성 등의 모바일 특성을 이용하여 적절, 

한 대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며 때, , 

로는 온 오프라인과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쇼핑 패턴을 , 

통해 소비자 행동이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Ryou & 

히자비스타는 전통과 문화적 관점의 본질을 유Ahn, 2019). 

지하면서 최신 유행에서 영감을 받으며 히잡 스타일의 현대

화를 시도한다 다양한 컬러 패션 아이템과 적절히 매치하. , 

고 트렌드 패션아이템과 히잡을 믹스 앤 매치 스타일링 한

다 히잡 착용 방식의 다양화 길이의 변화 및 목걸이 귀걸. , , 

이 시계 반지 브로치 등의 화려하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 , , 

활용을 통해 히잡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돋보이도록 패셔너

블하고 트렌디한 코디네이션을 제안한다 하지만 . Hassan & 

에 의하면 트랜디하고 개성 있는 히잡 패션은 Harun(2016)

허용이 되지만 종교적 정체성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하였, 

다. 

히자비스타의 패션스타일링은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 패션 스타일의 영감을 주며 이슬람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함한 쇼핑뉴스 패션트렌드 스타일 조언 스타일링 아이, , , 

디어 쇼핑 장소 등을 제공하고 무슬림 여성이 개성 있고 ,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은 인도네시아의 인플루언서 디안 펠  Figure 18 (influencer) 

랑이 로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한 (Dian Pelangi) 500

히자비스타로 인도네시아 유명 화장품 브랜드 홍보대사이다. 

년 을 출판하며 많은 인도네시아 무2012 ‘Hijab Street Style’

슬림 여성들에게 영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는Figure 19  

말레이시아의 히자비스타인 비비 유소프 로 기(Vivy Yusof)

업가이자 베테랑 패션 블로거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활발한 패션사업으로 말레이시아 젊은 여성

Figure� 18.�
Dian� Pelangi

(www.instagram.com)

Figure� 19.�
Vivy� Yusof

(www.instagram.com)

Figure� 20.�
Neelofa

(www.instagram.com)

Figure� 21.�
Yuna� Zarai

(www.instagram.com)

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은 말레이시아. Figure 20

에서 유명한 배우이자 모델로 활동하는 닐로파 로 (Neelofa)

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의 유6.8 SNS . Figure 21

나 는 말레이시아 싱어송라이터로 현재 미국에(Yuna Zarai)

서 활동하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공연에서 착용

했던 패션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히자비. 

스타는 대중에게 모디스트 패션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트렌드를 따르는 것 이상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슬림 여성 스스로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 탄생된   

히자비스타의 등장은 단순히 무슬림 소비자를 마케팅 대상

으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패션을 융

합 시켜 히잡 패션의 가치를 제시하며 무슬림 (S. Kim, 2018)

여성들에게 현대 패션의 미적 다양성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슬림 이미지를 유지. 

하면서 가장 적절한 모디스트 패션으로 트렌디해 보이는 것

을 목표로 하며 패션 스타일 패션 지식 스타일링의 동기와 , , 

개성 등의 패션 의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무슬림의 히잡 . 

패션 소비에 영향을 주며 히잡 패션 의식에 대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즉 히자비스타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세계의 . SNS

다양한 패션을 받아들이고 트렌드 패션아이템과 히잡의 믹

스 앤 매치의 제안은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패션스타일링 

욕구를 기반으로 무슬림 여성들에게 롤 모델 역할을 제공한

다 와 같이 히잡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종교적 의. Figure 22

미가 반영된 히잡 패션을 패션화하여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의복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므로 세계의 패션을 받. 

아들이고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패션을 패션화하여 세계화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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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Muslim� Fashioning� Globalization� Process

결론.�Ⅳ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흥 패션 시장의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무슬림 여성 의

복의 패션화 현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의 년대 이슬람부흥운동은 정치 경제  1970-80 , ・
국민의 의식주 및 일상 생활양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년대 이후 민주주의 사고로부터 탄생한 팝 이슬2000

람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학교육이나 유

학을 통한 서구교육을 받은 무슬림 여성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 및 여성 노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히잡 

착용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무슬. 

림 여성에게 있어 히잡의 착용은 높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
표현하는 동시에 미적표현의 다양화를 위한 패션 아이템으

로 사용되었다. 

젊은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와 패션의 균형은 곧 행복을   

의미하며 히잡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며 히잡 착용의 의

미가 변화하였다. 

무슬림의 패션화에 대한 종교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 , 

측면의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남아시아 현대 무슬림 여

성 의복의 패션화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팝 이슬람과 . , 

패션으로서의 히잡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로 부터 탄생한 팝. 

이슬람은 젊은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멋진 것이며 자기

표현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졌다 즉 이슬람 의상을 패션으로. 

서 즐기며 전통과 현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이, 

슬람 복장 착용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채로운 스타일

의 히잡 패션의 연출로 히잡을 패션화하였다 둘째. , 

모디스트 패션과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미적 가치의 다양성

을 인정하는 글로벌 패션 문화현상이다 과거 부정적 시선과 . 

막연히 경계했던 특정 국가의 종교적 아이템인 히잡이 글로

벌 패션 트렌드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

게 재해석되고 창작되며 모디스트 패션을 세계적으로 알리

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에 관계없. , 

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패션 한 장르로서 시장이 확

대되었으며 모디스트 패션은 무슬림 여성만이 아닌 누구나 

착용 가능한 패션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그 의미가 있다 셋. 

째 와 히자비스타의 활동으로 를 중심으로 히잡을 , SNS SNS

활용하여 개성 있는 연출의 수단으로 히잡 패션의 현대화를 

주도한다 히자비스타는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패션스타일링 . 

욕구를 기반으로 무슬림 여성들에게 롤 모델 역할을 제공하

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개성을 융합시키고 세계의 패션을 , 

받아들여 동남아 무슬림 의복을 패션화하여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세기의 젊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은   21

종교적 이유로 몸을 가리는데 에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무슬림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글로. 

벌 패션의 다양성 인정의 새로운 시각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의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정부도 강조하고 있다 무역다변화를 추구하는 현. 

재 국가정책에 따라 패션 산업에도 다변화가 필요하며 미국, 

중국의 중심의 무역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신남방정책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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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아세안 패션 . 

중심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며 패션 중심국가로 도약할 가

능성이 무한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패션화에 

대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무슬림 패션소비자와 패션마켓

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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