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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rade diversification policy, the 

New Southern Policy, research is needed into the large population of Muslim 

fashion consumers who live there. Currently, veils worn by Muslim women are 

becoming a part of fashion collections as a style choice not just as a religious 

requirement. As suc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shion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ast Asian Hijabistas. To do this we investigate the 

activities and the meanings of recent changes in the Southeast Asian fashion 

market, we also take a look at the Hijabistas who lead these changes. This is 

carried out as a theoretical study via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we selected 6 Hijabistas from Indonesia and Malaysia and analyzed 

204 of their SNS photo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ortive image was 

popular; in terms of veils, hijabs and turbans were most popular; while pants 

and T-shirts dominated the clothing choices. Black and neutral colors were 

most popular but a variety of colors and tones were represented. In terms of 

fabric patterns, most of the choices were solid with no patterns. In terms of 

the types of veil used, in order of most to least popular were: hijabs covering 

down to the neck, turbans, and hijabs covering down to the chest. It was 

found that the Hijabista in Indonesia and Malaysia prefer an open, trendy 

fashion styl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Southeast Asia Muslim 

Fashion community are utilizing hijabs to express their identity not only as a 

Muslim and but also as a fash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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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년 정부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 2017 ·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신남방정책 을 발표했다 아세안‘ ’ .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 저변을 확대(ASEAN) 

하고 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중심의 외교와 무역에서 4 ( , , , ) 

벗어나고자 함이다 패션 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들은 .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 

정보와 시장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동남아시아 인구의 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42%

그 수는 억 천만 명에 이른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세계 2 5 . 

최대의 무슬림 보유국이며 말레이시아와 함께 현대적인 무

슬림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 , 

아는 대 젊은 층의 인구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20 30∼

고 있어 패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2019a).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속속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펼쳐 돌체 앤 가바나(Dolce 

유니클로 는 이미 새로운 무슬림 의류 & Gabbana), (Uniqlo)

라인을 발표하고 모디스트 패션에 관한 관심을 고(modest) 

조시키고 있다(An, 2017). 

우리나라는   년 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관으로 2019 10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에서 한국특별세션‘Jakarta Fashion Week 2020’

을 운영(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에게 한국패션의 2019a) . 

우수성을 선보이고 패션 산업 교류를 통한 시장 확대를 시

도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팝 드라마 푸드 등. K- , K- , K-

으로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인과 

한국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한국제품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고 있다(KOTRA, 2019b). 

그리고  의 발달로 인도네시 SNS(Social Network Service)

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 

의 활발한 활동은 비무슬림권에서도 히잡 패션에 대한 긍정

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히잡 이 종교. ‘ (hijab)’

적인 의미뿐 아니라 하나의 패션으로서 부각되는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트렌드 리더이자 인플루언(Lee & Park, 2020) 

서인 히자비스타 과 의 합성어 들(hijabista, hijab fashionista )

의 착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패션 산업 글로벌 마켓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많은 수의 팔로워 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 (follower)

서는 대중들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므로 그들이 제공

하는 정보는 다수의 참여자에게 영향SNS (Kim & Choo, 

을 미치고 있어 이제 는 어떠한 매체보다도 중요2019) SNS

한 패션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히  

자비스타들의 패션 특성을 를 통해 구체적 디자인에 관SNS

한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슬림 여성 의복. 

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는 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는2000

데 베일과 이슬람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Wagner, Sen, 

와 같은 종교적 전통적 시Permanadeli, & Howarth, 2012)

각 문화 인류학적 시각의 연구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젊은 , , 

여성들의 히자버 경향에 관한 연구 인도네시아 (Beta, 2014), 

무슬림 여성의 패션 트렌드 히자버에 관한 연구(Agustina, 

히잡 패션 소비에 있어 히자비스타의 패션 의식에 2015),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패션 소비(Hassan & Harun, 2016) 

자로서 무슬림 여성과 무슬림 패션 트렌드 히잡 히자버에 , ,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 

구는 이슬람 문화와 종교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에스닉 패션의 유형으로서 살펴본 이슬람 의복 연. 

구 무슬림 여성들의 가리개에 (Kim, Jeong, & Yum, 2005),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연구 중동의 (Kwon, 2017),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무슬림 여성 패션에 관한 조사 연

구 등 민속학 종교학 인류 문화(Kim, Kim, & Han, 2012) , , 

학적 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년 이후 패션이나 트렌드. 2018

와 관련하여 모디스트 패션 사례와 그 내적 의미에 관한 연

구 와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무슬림 패(S. Kim, 2018)

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 연구 등 이(Choi & Kim, 2019) 

전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패션학에서의 연구가 등장하였고 

최근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 의복의 패션화 에 (fashioning)

관한 연구 가 수행되어 이제 무슬림 패(Lee Park, 2020)＆ 

션도 패션 연구의 주요한 범주 속에서 함께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를 통한 무슬림 여성 패  SNS

션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본 연구는 한국패션의 신남방 전, 

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 

구를 통해 동남아시아 패션 시장의 변화와 이를 이끌고 있

는 히자비스타들의 활동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실증적 연

구를 수행하여 히자비스타들의 패션 사진을 수집하여 SNS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슬림 여성. 

의 쓰개를 지칭하는 용어로 히잡 여성의 신체 특히 머리와 ‘ ( , 

목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밥. (jilbab)

이라함 아랍어의 장막 이란 뜻에서 기원 터번 베일 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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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여성 가리개 통칭 시에는 베일. ‘ ’, 

머리만 감싸는 터번 을 제외한 머리부터 목이나 가슴까지의 ‘ ’

베일은 히잡 으로 칭하며 선행연구 인용 시에는 선행연구에‘ ’

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신남방정책과�패션�시장1.�

신남방정책은 년 월 일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2017 11 9

가발전 핵심 전략의 하나이다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

에서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

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 

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을 대 목표로 하고 있다3

(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 [NSP],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2017). (NSP, 2018 년) 2030

이 되면 세계 중산층 소비의 가 동남아시아의 소비층이 59%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곧 주 . 

소비층을 의미하며 이는 평균연령 세에 해당하는 젊고 , 30

역동적인 세대를 일컫는다 따라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 

이 큰 아세안 지역을 기회의 장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저변

을 확대하고 기존 강 중심외교에서 탈피하여 시장 다변화4

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억 천 명이 넘어   2 6

세계 위의 인구 강국이자 아세안의 중심국가로 신남방정책4

이 시작된 곳이며 인구의 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다87%

(NSP, 2018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의 부국으로서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말레이계로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가

지고 있는 경제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인도네시아 콘텐츠   (KOCCA, 2019c)

산업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년 인도네시아 패션 시장 2019

규모를 약 억 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의26 3,100 , 

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의 . 

절반 이상이 패션에 민감한 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연25

평균 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년까지 약 억 10.7% 2022 39

만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4,800 (KOCCA, 2019b) 

측하고 있다 또한 의 말레이시아 국가 지역 . KOTRA(2019b) ·

정보의 시장 특성 자료에서는 말레이시아 인구가 년 2019

만 명이며 년에는 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3,200 , 2040 4,150

예상하고 있다 그중 년을 기준으로 세 인구가 . 2010 15 64∼

전체의 이며 년에도 를 유지할 것으로 예67.6% , 2040 66.9%

측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 시장의 규모가 작고 초고령사회. , 

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패션 시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패션 시장 규

모를 확대하고 주력 패션 소비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

이다 에 . Pew Research Center(as cited in KOCCA, 2019c)

의하면 현재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하는 종교 그룹으로 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에 2050 29.7%

해당하는 억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7 6,000 .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이 지배적인 국가이지만 동시에 여러 인종이 함께 거주하고 , 

있는 곳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 

한류를 비롯한 해외 문화와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경제 및 패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 , 

레이시아 내에서 무슬림 의상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

면서 과거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종교. 

적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보수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었, 

으나 현재에는 패션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종교적 , 

신자로서 적극적으로 무슬림 패션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부

여되면서 의류 시장에서 큰 수요로 부상하고 있다(KOCCA,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고 2019c). 

있는 한류 열풍은 우리 경제에 좋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재의 경우 의류 품목의 수출이 유망,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TRA, 2019a, 2019b). 

이처럼 우리나라 패션 산업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 소비시장으로의 진출은 국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는 

국내 패션 시장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

다 그리고 한국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바탕이 되고 . 

있기에 동남아시아의 무슬림은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소비자가 되었다.

패션으로서의�베일2.� (veil)

지금까지 무슬림 여성의 패션은 이슬람의 독특한 종교적 문, 

화적 요소로 인하여 주류 패션에 속하지 못했다 특히 서구. 

적 시각에서는 여성 억압과 관련하여 늘 논란의 중심이 되

어왔다 그러나 기독교적 바탕의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 과. 

격한 무슬림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다

르다 최근 무슬림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슬람 시장은 .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차 이슬람 부흥 운동  ‘1 (Islamic 

년대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Revivalism;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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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일상생활을 다시 본연의 이슬람으로 정립하여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변화의 움직임 이슬람. 

의 부활 재생 재개화의 개념 을 필두로 한 무슬림 여성들, , )’

의 지식 경제 사회적 성장이 있었다 이러한 이슬람 부흥 , , . 

운동을 주도했던 집단은 대학생 지식인 그리고 도시의 신, , 

중산층이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 

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전까지는 .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이슬람이 대학생들

의 관심 증대로 인하여 대중적인 이미지로 현대적인 이미지, 

로 전환된 것이다(Kim & Hong, 2014).

년대를 전후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제 차 이슬람 부  2000 2 ‘

흥 운동 이 일어났다 과거 년대 이후 불었던 말레이시’ . 1980

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종교적 근본주의 회복의 부흥 운동, 

과 달리 년대의 부흥 운동은 인권 여성 문제의 민주적 2000 , 

시각을 기본으로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이와 함께 대학가의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베일 착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났다 현. 

재는 히잡의 착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

위를 표현해주는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Kim, 2017).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의 여러 대표 의

상 중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베일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출발하. 

지만 년대부터는 패셔너블한 다양한 히잡 스타일이 등, 2000

장하면서 패션의 유행이 되어갔고 그것이 종교적 헌신의 지, 

표인지 단순한 패션인지 구분이 모호한 수준이 되었다(Lee, 

Figure� 1.�Muslim�Women's� Hijab� Fashion
(hijaberscommunity.id)

2015) 결국 다양성. , 의 존중 교육받은 여성의 증가와 민주 , 

적 생각은 베일 착용이 자신의 순수한 무슬림으로서의 표현

인 동시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는 패션 요소로 변해

가고 있다고 보겠다.

에 의하면 년대를 거치  Johns(as cited in Kim, 2017) 2000

면서 히잡 착용은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져

나갔고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크게 증, 

대되었다 년에는 히자버 라는 이름을 내세운 . 2010 ‘ (hijber)’

새로운 단체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히자버 는 히잡 과 영어 . ‘ ’ ‘ ’

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지지하‘er’

는 여성을 일컬으며 서구식 패션과 히잡의 결합을 지향하는 , 

무슬림들을 지지하고 현대식 패션 유행을 따르면서도 동시, 

에 이슬람의 의미를 충족한다는 혼종적 의미를 지닌다(Kim,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히자버들의 모임을 공식화2017). 

하여 자카르타 히자버 커뮤니티 를 ‘ (Hijabers Community)’

만들었다(Figure 1). 

는 히자버 커뮤니티는 인도네시아 히자버  Agustina(2015)

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가장 스타일리쉬하고 패셔너블한 집, 

단이라 지적한다 이들은 패션 트렌드와 함께 그들의 종교적 . 

교리도 여전히 따르고 있어 이 공동체의 행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 무슬림 패션은 빠르게 성장하. 

고 있고 히자버 커뮤니티가 히잡 자체를 패션의 가치로 만, 

들어내어 히잡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베일이 종교적인 이  

유와 전통적인 착의 방식만을 고수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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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ocess� of� Change� from� ‘Religious� Hijab’� to� ‘Fashion� Hijab’

차 이슬람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고학력 중산층 사회적 2 , , 

활동이 활발한 중상계층 여성들의 의식이 글로벌화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히자버커뮤. 

니티와 같은 공동의 모임을 통해 점차 베일을 착용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패션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와 같. Figure 2

다.

와�히자비스타의�등장과�영향3.� SNS

히자비스타란 히잡과 패션니스타의 합성어로 히잡을 쓴 패

셔니스타가 주목을 받으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히잡의 착. 

용은 종교적 이유가 기본이지만 가능한 좀 더 아름답게 히, 

잡을 착용하고자 하는 무슬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은 더욱 의미가 있다 히자비스타들의 .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링 욕구를 기반으로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개성을 융합시키고 세계의 패션을 받아들여 동남아

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의복을 패션화하고 세계화하는 데까

지 역할 을 하고 있다(Lee Park, 2020) .＆ 

선행연구에서 는 히잡패션의 등장   Blommaert and Varis

배경에는 복장에 있어서 종교에 의해 규범을 따르면서 동시

에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거나 유행하는 옷을 디자인하는 이

슬람 여성인 히자비스타의 등장과 이러한 히자비스타의 숫

자의 증가가 있다고 보았다(as cited in Hassan & Harun,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2016). , 

시대가 되면서 현대 이슬람 여성들은 세계의 최신 트렌드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좀 더 트렌디하고 , 

스타일리시한 형태의 히잡 패션의 사용도 허용되고 있다

고 한다(Hassan & Harun, 2016) .

대표적인 히자비스타로는 인도네시아의 모디스트 패션 디  

자이너로 활동하며 히자버 커뮤니티의 창단을 이끌었던 디, ‘

안 펄랑이 와 말레이시아의 배우이자 전세계 (Dian Pelangi)’

무슬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로 세계적

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니놀파 가 있다‘ (Neelofa)’ (Figure 3, 4). 

이러한 히자비스타들의 활동과 그들의 패션을 통해 무슬림 

여성을 바라보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상징적 의미 

대신 모디스트 패션 이라는 패션 트렌드를 (Modest fashion)

형성하며 새로운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S. Kim, 2018). 

에 의하면 히자버 선구자들은 젊은 디자이너로  Kim(2017)

서 새로운 스타일의 히잡 패션을 선보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했다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이 무슬림 여성에게 영. 

향을 미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인터넷 보급률이 있었기 때문이다(KOTRA, 

이로 인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2019a). , , 

의 사용 또한 급속히 늘어났고 히자버들은 새롭고 다양SNS , 

한 히잡 착용법과 독특한 그들의 패션을 를 통해 실시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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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an� Pelangi’s� Instagram�Main
(www.instagram.com)

Figure� 4.� Neelofa’s� Instagram�Main
(www.instagram.com)

간으로 대중과 공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슬림 여성들의 패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히자비스타들의 패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중 현시점에서 대중에게 어필,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를 통한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에 SNS

관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절차�및�방법III.�

연구대상1.�

연구대상 선정1) 

연구대상인 히자비스타 선정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

하는 대표적 인스타그램에서 히자비스타 히자버 히잡 SNS , , 

패션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도네시아 히자비스타 말레이시아 히자비스타 동‘ ’, ‘ ’ ‘

남아시아 히자비스타 등의 키워드로 히자비스타 인을 ‘ 10 1

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 

여대생 명과 말레이시아 여대생 명 등 명과 자유 토론식4 3 7

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 중 영향력 있는 히자비스타 인을 10 8

선정하여 이들의 인스타그램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인 중 . 8

팔로워 수가 많은 대 히자비스타 인도네시아인 명20 30 3∼

과 말(Dian Pelangi, Zaskia Sungkar, Zaskia Adya mecca)

레이시아인 명 총 명3 (Neelofa, Vivy Yusof, Yuna Zarai) 6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정보2) 

선정된 히자비스타는 인도네시아의 디안 펄랑이(Dian 

자키아 성카르 자키아 아디아 Pelangi), (Zaskia Sungkar), 

메카 말레이시아의 누르 닐로파 모드 (Zaskia Adya Mecca), 

누르 비비 유소프(Noor Neelofa Mohd Noor), (Vivy 

유나 자라이 이다Yusof), (Yuna Zarai) . 

인도네시아의 히자비스타 인 중 디안 펄랑이는 인도네시  3

아의 대표 패션디자이너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

으며 히자버커뮤니티의 창단 멤버로 만 명 이상의 팔로500

워를 보유하고 있는 셀럽이다 자키아 성카르는 만 명 . 1852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여배우로 가수이자 패, 

션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키아 아디아 메카는 인도. 

네시아의 유명한 여배우로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1464

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히자비스타 누르 닐로파 모드 누르 일  (

명 닐로파 는 말레이시아의 여배우이자 모델이며 패션 기업) , 

가로 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비비 유소프는 645 . 

기업가이자 베테랑 패션 블로거로 만 명의 팔로워를 가177

진 말레이시아의 대표 인플루언서다 유나 자라이. (Yuna 

는 만 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현재 미국에서 Zarai) 72 3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싱어송라이터로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를 . SNS

통해 새롭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개성 있는 무슬림 

패션을 세계에 선보이며 베일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 패션을 , 

전파하고 있다 이상의 선정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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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jabista� Information

Nationality

� Categories
Indonesia Malaysia

Hijabista

Figure� 5.�
Dian� Pelangi

(www.instagram.

com)

Figure� 6.�
Zaskia� Sungkar

�
(www.instagram.

com)

Figure� 7.�
Zaskia� Adya�

Mecca
(www.instagram.

com)

Figure� 8.�
Noor� Neelofa�
Mohd� Noor�

(www.instagram.

com)

Figure� 9.�
Vivy� Yusof�

(www.instagram.

com)

Figure� 10.�
Yuna� Zarai�

(www.instagram.

com)

Age 28 29 32 30 32 33

Job Fashion designer

Actress, singer 

and fashion 

designer

Actress

Actress, 

commercial model 

and entrepreneur

Fashion blogger 

and entrepreneur

Singer-

songwriter

Instagram

Followers
5 million 18.52 million 14.64 million 6.45 million 1.77 million 72.3 K

연구�방법2.�

히자비스타 명6 (Dian Pelangi, Zaskia Sungkar, Zaskia 

의 년 Adya mecca, Neelofa, Vivy Yusof, Yuna Zarai) 2019

월 일 년 월 일까지의 인스타그램 활동사진을 1 1 2019 8 15∼

조사하여 그중 패션과 관련이 없는 사진을 제외하고 의복에 

중점을 둔 패션 관련 사진 장을 수집하였다 중복되거나 504 . 

패션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장의 사진204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항목은 패션 착장의 사례. 

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에 맞게 패션 이미지로 우선 

분류하고 의복의 구체적 아이템을 확인하며 베일의 종류를 , 

함께 확인한다 그리고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색채와 시각적 . 

소재 연구로서 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색채 분석의 경. 

우 색상 은 먼셀 의 표색계를 기준으로 개의 (hue) (Munsell) 10

색상으로 분류하였고 톤 은 (tone) PCCS(Practical Color 

색채계의 톤을 기준으로 하여 개의 Coordinate System) 12

톤으로 분류하였다 사진분석은 연구자가 차로 분류하고. 1 , 2

차적으로 전문가 인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의 검증을 수행2 ( )

하여 최종 분류하였다. 

결과�및�고찰IV.�

패션�이미지�분석�결과1.�

히자비스타의 패션 특성 중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미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엘레강스. , , 

모던 로맨틱 매니시 스포티브 에스닉 아방가르드의 가, , , , , 8

지 이미지 를 기준으(Park, Lee, Yum, Choi, & Park, 2006)

로 하였다 선정된 장의 히자비스타의 사진을 패션 이미. 204

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미지 분류 결과 히자비스타의 전체 이미지는 스포티브   

이미지가 장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엘레강44 (21.6%)

스 이미지 장 모던 이미지 장 에스43 (21.1%) > 34 (16.7%) > 

닉 이미지 장 아방가르드 이미지 장29 (14.2%) > 26 (12.7%) 

로맨틱 이미지 장 클래식 이미지 장> 12 (5.9%) > 9 (4.4%) > 

매니시 이미지 장 의 순으로 나타났다7 (3.4%) (Table 2, 

Figure 3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히자비스타들의 패션 이미지는 스  , 

포티브 이미지와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았다 이는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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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ijabista� Fashion� Image� Classification

Image�
categories

N(%) Case� example
Image�

categories
N(%) Case� example

Sportive
44

(21.6)
  Avant

-garde

26

(12.7)
  

Figure� 11.�
Sportiv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2.�
Sportiv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3.�
Sportiv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4.�
Avant-gard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5.�
Avant-gard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6.�
Avant-garde�

Image�  

(www.instagra

m.com)

Elegance
43

(21.1)
  

Romantic
12

(5.9)
  

Figure� 17.�
Eleganc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8.�
Eleganc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19.�
Elegance�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0.�
Romant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1.�
Romant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2.�
Romantic�
Image�

(www.instagra

m.com)

Modern
34

(16.7)
  

Classic
9

(4.4)
  

Figure� 23.�
Modern�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4.�
Modern�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5.�
Modern�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6.�
Class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7.�
Class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28.�
Classic�
Image�

(www.instagra

m.com)

Ethnic
29

(14.2)
  

Mannish
7

(3.4)
  

Figure� 29.�
Ethn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30.�
Ethnic
�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31.�
Ethnic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32.�
Mannish�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33.�
Mannish�
Image�

(www.instagra

m.com)

Figure� 34.�
Mannish�
Image�

(www.instagra

m.com)

Total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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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Hijabista’s� Fashion� Image� Position

라는 공간이 인플루언서들의 여행 휴가 고급스러운 일상의 , , 

자유로운 모습 위주여서 스포티한 이미지의 패션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플루언서들 명 모두 일하는 여. 6

성이기에 공간에서의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도 동시에 SNS 

나타내기에 히자비스타들의 엘레강스한 우아한 이미지가 함, 

께 많은 부분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난 모던 이미지는 인데 에스닉   16.7%

이미지 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사회활동에 14.2%

적극적인 현대적인 히자비스타들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스포티브 이미지가 가장 높음에도 매니시 이미지는 

가장 낮은 에 머물러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3.4%

생각된다 즉 히자비스타의 패션의 이미지는 스포티브하지만 . 

엘레강스 로맨틱처럼 페미닌한 특성이 우세하며 남성적 이, 

미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일과�의복의�아이템�분석�결과2.�

히자비스타들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의 종류와 빈도를 베일

과 의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와 같이 베일은 장의 모든 사진 자료에서   Table 3, 4 204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은 세 가지 유형으로 100% . 

나타났다 우선 히잡과 터번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세부적으. 

로 히잡은 착용한 형태와 길이에 따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리는 긴 히잡과 머리에서 목까지만 가리는 짧은 히잡으로 

나뉠 수 있었다 히자비스타의 인스타그램 사진에 (Table 3). 

나타난 베일을 확인 한 결과 머리에서 목까지 가리는 형태

의 단순한 짧은 히잡이 개로 전체의 를 차지하여 146 71.6%

대부분 짧은 목까지 오는 형태의 베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 그리고 다음으로 머리만 감추는 터번 형태가 개로 . 41

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은폐적인 형20.1% . 

태의 머리에서 목을 지나 상체의 가슴까지 가리는 긴 히잡

이 개로 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17 8.3% .

이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종교적 규율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나 민족의 경우 손과 얼굴을 제외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소위 전통적 무슬림 (Kwon, 2017) 

여성 히잡과 달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히자비스타들, 

의 사진 속 베일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가벼운 스타일을 많

이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히자비스타들이 . 

모두 베일을 착용하였다는 점은 무슬림 여성이라는 100% 

종교적 정체성과 상징은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형태적으로 개방되고 스타일리시 한 것은 인. , 

플루언서로서의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종교적 정체성의 기본은 분명히 상징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년대 불었던 제  1990 2

차 이슬람 부흥 운동의 결과 여성들이 베일 착용을 더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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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eil� Types� in� Hijabista� Fashion

Veil� type
Frequency

(%)
Case� example

Hijab

Covering to 

the chest

17

(8.3)

� �

Figure� 36.� Hijab�
Covering� to� the�

Chest�
(www.instagram.

com)

Figure� 37.� Hijab�
Covering� to� the�

Chest� �
(www.instagram.

com)

Figure� 38.� Hijab�
Covering� to� the�

Chest�
(www.instagram.

com)

Figure� 39.� Hijab�
Covering� to� the�

Chest� �
(www.instagram.

com)

Covering to 

the neck 

146

(71.6) 

� �

Figure� 40.� Hijab�
Covering� to� the�

Neck�
(www.instagram.

com)

Figure� 41.� Hijab�
Covering� to� the�

Neck�
(www.instagram.

com)

Figure� 42.� Hijab�
Covering� to� the�

Neck�
(www.instagram.

com)

Figure� 43.� Hijab�
Covering� to� the�

Neck�
(www.instagram.

com)

Turban
41

(20.1)
� �

Figure� 44.�
Turban�

(www.instagram.

com)

Figure� 45.�
Turban�

(www.instagram.

com)

Figure� 46.�
Turban�

(www.instagram.

com)

Figure� 47.�
Turban�

(www.instagram.

com)

Total 204(100)

Table� 4.� Analysis� of� Hijabista� Fashion� Items�

Wear
item

Veil Clothes� (Multiple� choice)

Hijab� �

Turban� T-shirt�
Shirts
&�

Blouse
Jacket JumperCardigan

Gown
(Robe)

Vest� Pants Skirt� Leggings
One-
piece

Etc
cover�
to�

chest

cover
to� �

neck

Frequency

(%)

17

(8.3)

146

(71.6) 

41

(20.1)

102

(21.8)

65

(13.9)

46

(9.8)

9

(1.9)

4

(0.9)

5

(1.1)

7

(1.5)

117

(25.1)

46

(9.8)

12

(2.6)

47

(10.1)

7

(1.5)

Total 204(100) 4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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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착용하여 이슬람의 정체성은 강조하는 동시에 세

계화의 트렌드를 수용하여 융합하는 현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 를 뒷받침하(Kim & Hong, 2014; Lee & Park, 2020)

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히자비스타. 

들이 베일을 착용하지만 베일이 다양하고 터번을 포100% , 

함한 간소화된 짧은 베일의 착용이 로 대부분인 것은 91.7%

무슬림의 정체성과 동시에 패션성과 개방성을 함께 표현하

는 의미와 트렌드라 볼 수 있다.

한편 의복의 아이템으로는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재  , & , 

킷 점퍼 카디건 가운 베스트 팬츠 스커트 레깅스 원피, , , , , , , , 

스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총 개의 아이템 중 팬, . 467

츠가 개 티셔츠 개 로 가장 많았고 117 (25.1%), 102 (21.8%)

다음으로 셔츠 블라우스 개 원피스 개& 65 (13.9%), 47

스커트 개 순으로 나타났다 레깅스는 (10.1%), 46 (9.8%) . 12

개 로 가장 낮았고 반바지나 짧은 스커트는 전혀 나타(2.6%)

나지 않았다. 

팬츠와 티셔츠의 착용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 이는 앞서   , 

살펴본 패션 이미지 분석에서 스포티브 이미지가 가장 많았

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간편하고 캐주얼한 의복이 . 

많이 착용 되는 것이라 하겠다 아이템 분석에서 눈여겨볼 . 

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년 중 기온이 높은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이 나타났다는 점

이다 그중에는 재킷 점퍼 카디건과 같은 가을 겨울용 아. , , , 

우터들도 개 개 개 등 총 개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46 , 9 , 4 59 . 

는 일반인들의 일상 의복 분석이 아닌 히자비스타의 인스타

그램을 통한 의복 아이템 분석으로 패션의 목적으로 그리고 

실내 냉방환경의 일상생활이나 해외여행으로 다른 나라의 

장소에서 착용한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드레스 형태의 긴 원피스와 롱스커트처럼 스커트   

아이템들이 팬츠와 비교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미지 분석. 

에 있어서 매니시 이미지는 매우 적었지만 아이템에서는 팬

Table� 5.� Analysis� of� Color� (Multiple� Cho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 Achromatic� color

Mixed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r Bk

Veil

28

(13.7)

23

(11.3)

19

(9.3)

2

(1.0)

3

(1.5)

1

(0.5)

3

(1.5)

16

(7.8)

5

(2.5)

16

(7.8)

14

(6.8)

5

(2.5)

62

(30.4)

7

(3.4) 204

(100)
116(56) 81(40) 7(4)

Clothes

42

(9.0) 

30

(6.4) 

31

(6.6) 

11

(2.4) 

6

(1.3)

7

(1.5) 

12

(2.6) 

59

(12.6) 

11

(2.4) 

31

(6.6) 

62

(13.3) 

34

(7.3) 

116

(24.8) 

15

(3.2) 467

(100)
240(51.4) 212(45.4) 15(3.2)

츠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스커트 아이템이 적은 

것은 주목할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다리가 노출되는 반바. , 

지나 짧은 치마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레깅스 착용이 매, 

우 적은 비율이지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레깅스의 착용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은 . 

점 또한 중요하다 레깅스는 일반적으로 맨다리를 커버하여 . 

피부 노출은 최소화하지만 몸매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 

히자비스타들의 레깅스 착용은 롱스커트 등과 레이어드룩으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의 애슬레저 룩. 

의 대표 아이템인 레깅스 유행(athleisure look) (Fisher, 

을 히자비스타들도 수용하여 착용하되 이슬람 2017, 2020)

교리를 순종하는 신체 은폐를 함께 수행하는 결과라고 생각

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패션 트렌드와 종교적 교리. 

를 함께 따르는 이슬람 공동체 행보 의 하(Agustina, 2015)

나의 예를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 본다 결국 히자비스타들의 의복 아이템은 스포티브한 . , 

패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간편한 캐주얼 티셔츠와 딱 붙지 

않는 팬츠가 가장 많았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아우터도 많이 

나타났으며 긴 스커트와 레깅스의 스타일링을 통해 나타나, 

고 있는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일은 전부 착용하였고 대부분은 간편하고 개방적인 형태

의 히잡과 터번이 나타났다 결국 종교적 정체성과 패션 트. , 

랜드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베일과�의복의�색채�분석�결과3.�

히자비스타들이 착용한 베일과 의복의 색채를 색상과 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색상은 먼셀의 표색계를 기준으로 개. 10

의 색상으로 분류하였고 톤은 색채계의 톤을 기준으로 PCCS 

하여 개의 톤으로 분류하였다12 (Table 5, 6, Figure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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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Analysis� of� Color

Table� 6.� Analysis� of� Tone� (Multiple� Cho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Tone Vivid Strong Light Pale Whitish
Light�
grayish

Soft Grayish Dull Deep Dark
Dark�
grayish

Bladkish Neutral Total

Veil
3

(1.5) 

6

(2.9) 

8

(3.9)

23

(11.3) 

18

(8.8) 

24

(11.7) 

11

(5.4) 

4

(2.0) 

4

(2.0) 

10

(4.9) 

8

(3.9) 
· ·

85

(41.7) 

204

(100)

Clothes
24

(5.1)

27

(5.8)

22

(4.7)

46

(9.9)

36

(7.7)

22

(4.7)

19

(4.1)

5

(1.1)

10

(2.1)

29

(6.2)

6

(1.3)

1

(0.2)

1

(0.2)

219

(46.9)

467

(100)

Figure� 49.� Analysis� of� Tone



박혜원� 장선우� 소셜�미디어를�통한�동남아시아�히자비스타 의�패션�특성�연구�·� /� (Hijabista) � � � � � � 63

먼저 베일의 색상은 우선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채색은 개로 를 차지하였고 . , 116 56%

무채색은 개로 로 나타나서 유채색이 조금 많이 나타81 40%

났다 유채색에서 이 개로 전체 색상의 이 . R 28 13.7%, YR

개로 다음으로 많아 였고 가 개로 등 난23 11.3% , Y 19 9.3% 

색계가 총 개로 를 차지하였다 한색계인 70 34.3% . G, BG, 

는 개 개 개 개 로 B, PB 3 (1.5%), 1 (0.5%), 3 (1.5%), 16 (7.8%)

총 개 로 분류되어 난색계 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23 (11.3%)

있었다 등 중성색상은 개 개. GY, P, PB 3 (1.5%), 5 (2.5%), 

개 로 총 개로 역시 난색보다는 적었다 유채색 16 (7.8%) 24 . 

색상 중에서는 이 로 가장 높았고 다음R, YR 13.7%, 11.3%

으로 와 가 였다 무채색 PB RP 7.8% (Table 5, Figure 48). 81

개 중에서는 이 가장 많아 개의 베일이 나타났고 전체 Bk 62

색상의 를 차지하였다 이는 유채색과 무채색 전체의 30.4% . 

색상 중 가장 높은 빈도였다 다음으로 가 개로 . W 14 6.8%, 

마지막으로 가 개로 였다 결국 Gr 5 2.5% (Table 5, Figure 6). 

베일의 색상은 유채색과 무채색을 합하여 볼 때 Bk > R >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 순서로 YR RP, PB, W

많이 보였고 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G, BG, P

있었다.

의복의 색상은 유채색이 개로 무채색이 개  240 51.4%, 212

로 로 유채색이 다소 많이 나타나 베일의 색상 분포45.4%

와 유사하였다 유채색에서 가장 높은 빈도는 개로 . PB 59

였고 다음으로 개 와 가 동일하게 12.6% R 42 (9.0%), Y RP

개씩 로 높았다 베일과 마찬가지로 중성색상 31 6.6% . G, P, 

등은 낮게 나타났다 무채색에서는 역시 가 개GY . Bk 11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24.8%) , W(13.3%), Gr 34

순이었다 무채색과 유채색을 합한 전체 의복 색상(7.3%) . 

에서 볼 때 베일과 마찬가지로 이 개 로 가장 Bk 116 (24.8%)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개 로 베일의 가 . W 62 (13.3%) W

였던 것에 비해 의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더운 6.8%

지역의 영향으로 흰색 옷을 선호한 것으로 보이며 흰색은 

베일의 색상보다 의복의 색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흰색을 제외하고는 베일의 색상에서 다소 . 

높았던 와 난색계 색상들이 의복의 색상에서도 유사하게 RP

나타나 개 개 개RP 31 (6.6%), R 42 (9.0%), Y 31 (6.6%), YR 

개 였다 특히 베일에서 로 조금 높았던 의 30 (6.4%) . 7.8% PB

경우 의복에서는 개로 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59 12.6% . 

상의 의복의 색상 분석을 확인 한 결과 가 가장 높았고 Bk

다음으로 순이며 등은 비슷하W > PB > R > YR, Y, RP 

였다 베일의 색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복에서도 . GY, 

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 BG, P (Table 

본 연구에서는 색상의 조화는 분석하지 못하5, Figure 48). 

였는데 색상 분석의 결과로 볼 때 의복과 히잡의 색채는 동

일 색상 유사색상의 관계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착용하는 ,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추후 이러한 연구가 더 세밀히 진

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톤 분석 결과 베일의 경우 무채색 톤인 이 개   Neutral 85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1.7% . Light grayish(11.7%), 

의 순으로 나타났다Pale(11.3%), Whitish(8.8%), Soft(5.4%)

의복에서는 베일보다 이 (Table 6, Figure 49). Neutral 219

개 로 조금 더 많고 다음으로 (46.9%) , Pale(9.9%), 

의 순으로 나타났Whitish(7.7%), Deep(6.2%), Strong(5.8%)

다 베일과 의복 모두 톤이 이상으로 높게 나. Neutral 40% 

타나고 다음으로 톤 등이 많이 나타나 Light grayish, Pale 

무채색계열이나 채도는 낮고 명도가 높은 밝고 흐린 부드러

운 색이 많이 입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6, 

베일과 의복의 유사한 톤의 분포 또한 색상과 Figure 49). 

마찬가지로 동일 톤 유사 톤의 조화로운 착장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어 세밀한 색채 조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

단된다.

이상의 색채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히자  , 

비스타들의 패션에서는 의복과 베일에 모두 검은색의 사용

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의복에서의 흰색

의 빈도가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난색계의 밝고 

연한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들이 의복과 히잡에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베일의 색채는 의복 색채와 비교해 약간 명

도가 높고 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베일과�의복의�무늬�분석�결과4.�

히자비스타가 착용한 베일과 의복의 무늬 분석은 크게 무늬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고 무늬가 있는 경우는 

기하학무늬 추상무늬 캐릭터 무늬 식물무늬 동문 무늬와 , , , , 

혼합 무늬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 Table 7

과 같다.

베일에서는 무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   168 82.3%

였다 베일은 거의 무늬가 없는 직물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 

알 수 있었다 무늬가 있는 경우는 개로 전체의 였. 36 17.7%

는데 이 중 추상무늬는 개 기하학무늬 개7 (8.8%), 18 (3.4%), 

캐릭터 무늬 개 식물무늬 개 동물무늬 개4 (2.0%), 2 (1.0%), 3

혼합 무늬 역시 개 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1.5%), 2 (1%) . 

의복에서 무늬의 활용은 히잡과 비교해 조금 더 자유롭게   

나타났으나 그런데도 무늬가 없는 경우가 로 가장 많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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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Patter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Item
None�
pattern

Pattern
Total　

Geometry Abstract Character Plant Animal Mixed

Veil
168

(82.3)

7

(3.4)

18

(8.8)

4

(2.0)

2

(1.0)

3

(1.5)

2

(1.0)

204

(100)

Clothes
310

(66.4)

77

(16.5)

14

(3.0)

18

(3.8)

30

(6.4)

5

(1.1)

13

(2.8)

467

(100)

았다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기하학무늬 개 식. 77 (16.5%), 

물무늬 개 캐릭터 무늬 개 순으로 나타났30 (6.4%), 18 (3.0%) 

다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의복에는 식물 외에는 생명이 없. 

는 대상만을 그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는 점으로 (Kim, 2004)

미루어보아 베일과 의복 모두에서 대체로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고 무늬의 경우 식물 추상 기하학무늬 등이 조금 사, , 

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물무늬도 매우 적은 수이. 

지만 베일에서는 개 의복에서는 개가 나타나 있다 한편 3 , 5 . 

캐릭터 무늬가 의복에서는 개 베일에서도 개18 (3.8%). 4

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2.0%) .

이처럼 베일과 의복에서는 대체로 무늬가 없는 경향이 지  

배적이었고 무늬가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지만 추상 기, , 

하학 식물무늬 등이 보여졌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 . 

있듯이 베일과 의복에서 각각 수준에서 매우 1.5%, 1.1% 

적은 수준의 동물 문양도 확인되었다 동물 문양은 레오파. 

드 지브라 패턴과 같은 다소 추상적 무늬와 코끼리 문양을 , 

의복과 베일 일부에서 볼 수 있었다 문양은 아직 다양하고 . 

과감한 수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이슬람. 

의 규범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관련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자세한 직물. 

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론.�Ⅴ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주어 해외시장 

다변화 구축을 위한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무슬림은 억 천만 명에 이르며 인도. 2 5

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보유국이고 말레이시아는 싱

가포르 다음으로 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패션 . 

기업들은 인구와 경제력 성장이 가시화 되고 있는 동남아시

아의 무슬림 패션 소비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패션으로 대표되는 모디스트 패션은 이제는 

해외 컬렉션에서 낯설지 않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 

대 젊은 층의 인구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20 30∼

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K-Fashion 

로 평가된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과 의 영향은 패션 리. SNS

더인 히자비스타들의 등장과 그들이 착용한 패션은 팔로워

들을 통해 패션 소비자에게 실시간 공유되어 기업의 마케팅

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동남아시아 마켓 확장   

전략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무슬림 히자비스타들의 패션 

특성을 의 사진을 통하여 살펴보고 히잡과 의복의 사례SNS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히잡의 패션화와 히자비스타에 대한 동향

을 살펴본 후 실증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히자비, 

스타 총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인스타그램의 패션 사진 6

장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204 . .

첫째 년대를 전후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제 차 이  , 2000 2 ‘

슬람 부흥 운동 이 일어나 과거의 정치적 종교적 근본주의 ’

회복의 부흥 운동과 달리 인권 여성 문제의 민주적 시각이 , 

글로벌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가의 여대생들. 

을 중심으로 베일 착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났는데 베일의 

착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현해

주는 상징 또는 진취적 여성으로 패셔너블한 감각을 표현하

는 스타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히자버 커뮤니티가 등장하여 . 

히잡 착용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으며 히잡과 패션니스타

의 합성어로 히자비스타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특히 . SNS

의 발달은 히자비스타들이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링 욕구와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개성을 융합시키고 이를 팔로워들

에게 실시간 공유하여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둘째 를 통한 히자비스타 명의 패션을 분류 분석한   , SNS 6

결과 히자비스타의 패션 이미지는 스포티브 이미지가 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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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엘레강스 이미지 장(21.6%) 43

모던 이미지 장 에스닉 이미지 장(21.1%) > 34 (16.7%) > 29

아방가르드 이미지 장 로맨틱 이미(14.2%) > 26 (12.7%) > 

지 장 클래식 이미지 장 매니시 이미12 (5.9%) > 9 (4.4%) > 

지 장 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스포티브 7 (3.4%) . 

이미지와 엘레강스 이미지가 많은 이유는 라는 공간이 SNS

인플루언서들의 고급스러운 휴가나 여행을 배경이므로 스포

티한 이미지의 패션을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명 모두 일6

하는 여성 이미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스포티브 . 

이미지가 가장 높음에도 매니시 이미지는 가장 낮은 3.4%

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종교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히자비스타들이 착용한 베일과 의복의 아이템을 살  , 

펴본 결과 베일은 모든 사례에서 착용한 것을 확인하100% 

였다 그 형태는 목까지 덮는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히잡이 . 

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만 감추는 터번은 71.7% , 20.1%, 

그리고 가장 적은 수는 가슴까지 덮는 보수적인 히잡이 

이었다 히자비스타들의 베일 착용은 머리만 혹은 목까17% . 

지만 가림으로써 가슴 부분은 은폐하지 않는 비교적 개방적

인 형태의 베일이 대부분이었다 의복으로는 달라붙지 않는 . 

긴 팬츠와 티셔츠 착용이 로 빈도가 가장 높25.1%, 21.8%

았다 그 외에도 아우터부터 레깅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한 아이템이 나타났다 특히 레깅스의 등장은 맨살의 다리 . 

피부는 가리는 동시에 스커트와 레이어링하여 몸매는 감추

는 형태로 착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트렌드의 . 

애슬레저 룩의 대표 아이템인 레깅스 유행을 히자비스타들

도 수용하여 스타일링에 활용하는 동시에 신체 은폐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슬람 교리에 순종하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넷째 베일과 의복의 색상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비교   , 

시 베일은 와 의복은 와 로 유채58.3% 41.7%, 53.1% 46.9%

색이 조금 더 높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Bk

이 베일에서는 의복에서는 로 모든 색채 중에30.4%, 24.8%

서 가장 많았다 베일의 색상은 의 . R, YR, Y, PB, RP, W

순서로 많이 나타났으며 의복의 색상은 다음으로 , Bk W, 

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일 색상의 톤은 PB, R, Y, RP, YR .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Neutral , Light grayish, Pale, 

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톤에서도 Whitish, Soft . 

이 가장 많았고 톤의 Neutral , Pale, Whitish, Deep, Strong 

순으로 나타나 부드럽고 밝은 그러나 강하지 않은 색조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랙의 착용이 많고 . Neutral 

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스포티 이미지 캐주얼 이미지 모, , 

던 이미지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본다. 

다섯째 소재의 문양은 베일과 의복 모두 무늬가 없는 단  , 

색이 가장 많았는데 베일은 무려 가 의복은 가 82.3% , 66.4%

무늬가 없었다 무늬가 있는 경우는 추상무늬 기하학무늬와 . , 

캐릭터 무늬가 있었고 이슬람 규범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동

물 문양은 아주 적게 일부에서 레오파드 지브라 등으로 나, 

타났다 소재의 무늬 다양성이 적고 활용도가 적다는 것은 . 

오히려 디자인의 다른 측면 가령 색채나 형태에 집중하는 , 

패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히자비스타들은 종교  

적 상징인 베일과 패션 의복 아이템을 활용하여 이슬람의 

규범을 따르면서도 매우 다양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지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히자비스타의 패션은 일반 . ,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외 패션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히자비스타들의 패션은 간과할 

수 없는 정보원이라 생각된다 한류에 대한 유행이 아직 큰 .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슬림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동남아

시아의 부흥 시기에 이상의 연구는 우리 패션계가 동남아시

아 무슬림 패션 시장을 탐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사진 자료 분석에 있어 패션잡화 부분과 . 

메이크업 부분은 제외하여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시각적 분석만으로 진행하여 소재 분석은 한계가 ,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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