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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ders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fashion style of 

the silver fashion icon Iris Apfel. The research methods wer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Iris Apfel’s images that were collected from 2015 to 2019 

on various web-sites according to four criterions following advanced research 

analysis of fashion sty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s on the fashion style of Iris Apfel, an icon of silver style, showed that 

cocoon, barrel and A-line silhouettes appeared most in terms of silhouettes. 

Second, in terms of colors, achromatic colors dominated among solid colors 

while one particular vivid color appeared most it came to mixed color. In terms 

of multi colors, these appeared according to the patterns applied to her 

clothing, in particular, colorful colors were used to emphasize splendor. Third, 

flower, bird and geometric patterns appeared most in terms of material 

patterns. Lastly, it was found that white short cut hair, large necklaces or 

bangle bracelets, over-sized black glasses and fur mufflers or canes were used 

in terms of hair and accessories. The features derived through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of Iris Apfel, an icon of silver style, are as follows. The first 

feature is exaggeration through splendid primary colors and over-sized 

silhouettes. The second feature is the hybrid of modern composition methods 

using natural images and exotic preferences. The third feature is her 

representation of identity using fix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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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인간이 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호모 헌드레100

드 시대 라 명명된다 이와 같은 가장 큰 배경(Song, 2018) . 

으로 최첨단 의료 기술의 진보와 신약 개발의 영향력을 들 

수 있는데 실례로 의 유수의 기업 중 Silicon Valley

는 인간의 뇌와 줄기 세포 분석을 통해 Parkinson’s Institute

대 고령 질환인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의 극복을 위한 3 · ·

신약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의 생명공학 기, Google

업 는 장수 동물의 를 분석하여 인간의 수명을 Calico DNA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 수명을 세 이상까지 지속할 수 (Sohn, 2018). 100

있는 시대로의 도래를 의미한다 또한 년 월을 기점. , 2017 8

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연합 의 인구분석 기준에 따라 (UN)

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인 고령사회로 진입하65 14%

였으며 통계청은 년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 2025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고령 (Lee, 2018).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버 세대들이 , 

차지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도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상  

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Linda Rodin(USA, 1947), Jenny 

등 실Kee(Australia, 1947), Daphne Selfe(England, 1928) 

버 모델들은 자신들만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 실버 세대들의 

이데올로기 가치를 대변해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실버 패션 

아이콘으로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대중들의 이목을 . 

집중시키는 실버 패셔니스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

물로 을 들 수 있다 은 실버 패션 아이Iris Apfel . Iris Apfel

콘이라고 명명되는 여러 패션 아이콘 중에서 가장 고령자임

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의 정체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패션 스

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 의상전 개최 패션 컨설턴트, , 

서적 발간 패션모델 영화 제작 등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 ,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자신만의 패션 철학과 역

량을 발휘함으로써 언론 매체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Kim & Kim, 2017).

실버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마케팅 

관점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패션 브랜드들의 현황 및 디자

인 경향에 대해 분석(Back, Yoo, & Jo, 2002; Baek & 

Byun, 2011; Chung, 2005; Jang, 2005; Kim & Lee, 

하거나 의복 구성에 있어 실버 세대의 특2015; Lee, 2008)

수한 상황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Cha, 

가 주2008; Lee, 2009; Han, 2011; Park & Sohn, 2001)

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패션 디자인 관점에서 현재 . 

패션 아이콘으로 실버 세대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인식과 가

치를 대변하고 있는 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Iris Apfel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 스타일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Iris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이미지를 Apfel 실루엣 색상 소재, , ,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의 네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분석하

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실버 세대도 . 

패션이라는 소구를 통하여 자신만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스

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실버 패션 산업의 활성화와 확장에 맞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나 패션 디자이너들에

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모색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아이콘 실버 패션 및 과 관  , Iris Apfel

련된 선행 연구 논문 국내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 , ․
중심으로 수행한 이론적 연구와 년부터 년까지 최2015 2019

근 년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을 중심으로 5 Google Iris Apfel

의 패션 사진 이미지 장을 수합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325

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

이론적�배경II.�

패션�아이콘에�관한�일반적인�고찰1.�

패션 아이콘이란 과 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결합fashion icon

하여 생성된 합성어이다 패션이란 . Doosan Dong-A 

에 의하면 주로 옷차림 따위에editorial department(2005) “

서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양식 을 의미하며 아”(p. 2464) , 

이콘이란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

타낸 것 으로 정의된다 또한”(p. 1517) . , 에 Collinsdictionary

의하면 “A person or thing that is very well known as 

이라 기술하고 있다being highly fashionable” (“Fashion 

icon”, 2018).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패션 아이콘의 개념을 살펴  

보면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양식이 표상화된 사람이나 물, 

건을 뜻하며 그 중심에는 인간의 몸에 행해지는 모든 것을 , 

의미하는 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볼 수 있다. 

  패션 아이콘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 연구에서는 패션 아이콘이란 특정한 역사적 순Lee(2010)

간을 연상시키게 하는 영향력을 함양하고 있으며 패션 디자, 

이너 패션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미술 음악 새로운 문, , , 

화 등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은 . Park(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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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적 이상이자 패션 또는 문화의 상

징이 된 인물을 의미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과 

함께 삶의 태도나 방식 등도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는 대중들에게 개인. , Dyer(1979/1995)

적 취향과 친말감 욕망과 동일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데올, 

로기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사회적 기호라고 하

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패션 아이콘은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식 

유행의 흐름 즉,  패션이라는 상징적인 기호를 통하여 당대의 

사회상이나 문화적 의미 또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까지도 대

변하는 하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패션 아이콘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패션뿐만 아니라 그  

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스토리 등 삶의 전반적인 이미지까

지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즉 대중들은 패(Kim, 2006). , 

션 아이콘이 함양한 다의미적인 측면들을 능동적이며 주체

적으로 지각 수용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상향과 동일시하·

며 그들이 착용한 패션을 추구함으로써 그들과 일원화되었

다는 정신적 대리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같이 대중들에게 .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패션 아이콘들은 유행을 생성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내포하게 되며 패션 각종 문화 산업, 

의 광고 디자인 브랜드 콘셉트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 , , 

상업적 방향성 즉 이윤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Park, 2013). ,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패션아이콘은 개인 스스로 형성할 수 . 

있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관심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

과의 복합적인 작용 속에 창출된다 과거의 경우 (Lee, 2010). 

패션 아이콘은 상품의 형식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문화 아

래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가 만들어낸 스타, 

들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Kim, 2006). , 

나 와 같은 개인 방송 또는 이Youtube Africa TV Instagram

나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인물이나 Facebook 

이슈에 관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즉 연령이나 성별 직업에 관계. , , 

없이 누구나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세기 패션 아이콘들은 패. 21

션 트렌드를 제시하는 차원적인 의미를 넘어 다원화된 시1

대적 감성 및 다변화된 패션의 새로운 미적 개념을 표출하

는 보다 다층적이고 세분화된 형태로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Kim & Hong, 2008; Park, 2013).

2.� 에�관한�일반적인�고찰Iris� Apfel

실버 패션 스타일의 아이콘이라 명명되는 은 Iris Apfel 1921

년 월 일 8 29 뉴욕의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태어나 유리 세공

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패션 부티크를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

서 자라왔다(Hodson, 2007). Iris 은 Apfel 와 인터뷰CNBC

에서 유년 시절 그녀의 할머니와 가지고 놀(Clifford, 2018)

았던 패브릭 스크랩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였는데 조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명의 딸들4

이 자선행사를 위해 가지고 있던 많은 양들의 패브릭 스크

립트 중 개의 스크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6 

하였다. Iris Apfel는 이 같은 유년 시절의 경험들이 그녀가 

다양한 직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하고 있다(Clifford, 2018) . 

은   Iris Apfel 뉴욕 대학교와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예술사

와 관련하여 학업을 진행하였다 졸업 후에(Hodson, 2007). 

는 무역 저널인 의 잡지사 패션 일러Women's Wear Daily , 

스트레이터 의 어시스턴트 인테리어 디자Robert Goodman , 

이너 과 업무 등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Elinor Johnson

야에서의 경험을 쌓아나갔다 이처럼 예술사(Hodson, 2007). 

에 기반을 둔 학문적인 지식들과 패션 이외의 분야에서 축

척된 다양한 경험들은 이 현재 Iris Apfel 패션 이외의 다양

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년   1948 은 Iris Apfel 과 결혼한 후 년 Carl Apfel , 1950

를 오픈하였으며 과거 유행하였던 직물Old World Weavers

들을 재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Hodson, 

2007). 은 Iris Apfel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의 백악관을 

거쳐 갔던 인의 대통령 의상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9

하면서 또는 “First lady of fabric” “Our Lady of the 

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하였다Cloth" (Clifford, 2018). Apfel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럽 아프리카, , 

아시아 중동 등 세계의 여러 국가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는, 

데 이 같은 사업 환경은 유년기 시절부터 프리마켓에서 특

이한 물건들을 수집하였던 그녀만의 취향과 결부되어 다채

로운 비서구적인 복식들과 공예품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Clifford, 2018) 사교계의 파티에 참석할 때 . Iris 

은 Apfel 격식에 맞는 드레시한 의상을 착용하기 보다는 자

신이 외국 방문을 통해 수집한 이국적인 복식들을 절충하여 

그녀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정립하게 된다. 

The 는Metropolitan Museum of Art(2005) 의 패션의  Apfel

독창성에 대해 하이패션과 로우패션의 절충이라 언급하였다. 

이는 의 다문화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Iris Apfel

패션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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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하이패션과 로우 패션 즉 서양복식과 서양복식 이외의 , 

복식이라는 이원론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절충적인 관점으

로 타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수평적인 이동의 시도(Kim,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10) . 은Iris Apfel 특유의 독 

창적인 감각과 함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타문화의 복

식들이 현대 복식과 융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어 보

다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년 메. 2005

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 연구소는 이 그동안 소Iris Apfel

장하고 있는 여점의 모자나 신발 액세서리 소재 및 의상60 , , 

을 소개하였다(Kline, 201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5). 년에는 코스매틱 브랜드 과 함께 한2011 MAC

정판 메이크업 컬렉션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에 Rara Avis

라 명명되는 그녀만의 컬렉션 라인을 홈쇼핑에 소개하였다

년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명성이 (Clifford, 2018). 2014

있는 에 의해 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 Albert Maysles Apfel

형식의 영화 가 제작되었으며 년에는 제 회 “Iris” 2016 12 

에서 올해의 여성 특별상 과 에Women Together Gala ‘ ’ UN

서 수여하는 여성 기업가의 날 개척자 상 을 수상하였다‘ ’

(Iris Apfel, n.d. 현재 은). Iris Apfel 교수 패션 컨설턴트나  ,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하며 자서전 발표나 Smart Jewelry

나 홈컬렉션을 선보이는 등(Iris Apfel, n.d. 자신만의 정체) 

성이 함양되어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 라인을 선보이며 꾸준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III.� 실버�스타일�아이콘� 의�패션�스타일Iris� Apfel 분석�

본 장에서는 패션 스타일과 관련된 선행 연구(Han & Jung, 

2015; Lee & Chung, 2005; Lee & Kim, 2016; Yu & 

Lee, 2016)를 토대로 정립한 실루엣 색상 소재 액세서리 , , , 

및 헤어스타일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4 Iris Apfel의 패션 스

타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의복의 아이템 구성은 실루엣.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으로 실루엣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며 소재의 경우 사진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에 의

해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양을 중심으로 정량적 분

석을 수행하였다(Table 1). Iris Apfel의 패션 스타일과 관련

된 이미지의 수집은 본 연구진이 과Iris Apfel 연관된 검색 

어(Iris Apfel, Iris Apfel fashion, Iris Apfel look 를 ) Google

에 입력하여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에 해당되는 2015 2019 5

이미지를 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패션 디자인 1 . 

전공 석사급 인 박사급 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2 , 3

해상도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고 검증된 총 장의 이미325

지를 선정하였고 앞서 마련한 연구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 장을 그 사례로 제시27

하였다.  

실루엣1.�

옷의 전체적인 외형을 뜻하는 실루엣은 의복 착용 시 표출

되는 의복의 외곽선을 의미한다 의복 실루엣은 의복 스타일. 

을 구성하는 단일 아이템들의 다각적인 조합에 의해 형성된

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실루엣은 코쿤 실루엣 배럴 실루엣 라인 (85.07%), (5.97%), A

실루엣 이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아이템(8.96%) , Iris Apfel

은 재킷이나 코트에 스웨터나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팬츠

또는 스커트 를 매치하거나 블라우스나 스(67.17%) (8.96%) , 

웨터에 팬츠 또는 원피스 을 착용한 형태가 (5.23%) (14.18%)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코쿤 실루엣의 경우 . 

처럼 과장된 소매의 형태가 돋보이는 흰색의 오버 Figure 1

사이즈 재킷에 검정색 팬츠를 착용하거나 와 같이 , Figure 2

오버사이즈 소매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트렌

치코트 처럼 곡선형의 윤곽선이 돋보이는 오버사이, Figure 3

즈 재킷에 검정색의 팬츠를 연출한 형태를 들 수 있다. Iris 

은 주로 곡선형 실루엣을 띄며 자신의 신체보다 과장Apfel

된 오버사이즈 재킷이나 코트 등을 활용하여 코쿤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배럴 실루엣을 살펴보면 . 

처럼 그라데이션된 퍼가 매치된 아우터 와 Figure 4 , Figure 5

같이 스카이 블루 색상의 퍼 소재가 가미된 코트를 착용하

여 허리 라인이 좌우로 넓게 퍼지는 타원형의 실루엣을 형

성하고 있다 라인 실루엣은 처럼 스커트 부분이 . A Figure 6

웨이스트라인에 주름으로 인하여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는 

단일 착장의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하거나 처럼 스Figure 7

커트의 플레어 형태가 돋보이는 원피스에 금속성의 벨트를 

매치하여 상반신의 실루엣과 확연하게 대비된 라인 실루엣A

을 연출하였다.   

이처럼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실루엣은 주로   Iris Apfel

외형적인 부피감이 돋보이는 아우터를 착용하여 코쿤 또는 

배럴 실루엣을 연출하거나 플레어가 가미된 원피스 착용을 

통한 라인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여성 신체 본연A . 

의 굴곡에서 자아내는 여성성보다는 곡선의 타원형이 돋보

이는 유연한 실루엣을 연출함으로써 노년의 나이에 비해 어

린 이미지를 형성 함과 동시에 노년의 (Lee & Jung, 2010)

우아함까지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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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ris� Apfel’s
Cocoon�

Silhouette� 1�
(www.wwd.com)

Figure� 2.�
Iris� Apfel’s
Cocoon�

Silhouette� 2
(www.t2conline.

com)

Figure� 3.�
Iris� Apfel’s
Cocoon�

Silhouette� 3�
(www.zimbio.

com)

Figure� 4.�
Iris� Apfel’s� �
Barrel�

Silhouette� 1�
(www.theaustrali

an.com.au)

Figure� 5.�
Iris� Apfel’s� �
Barrel�

Silhouette� 2
(www.zimbio.

com)

Figure� 6.�
Iris� Apfel’s�
A-line�

Silhouette� 1�
(www.fulloftaste.

com)

Figure� 7.�
Iris� Apfel’s�
A-line�

Silhouette� 2
(www.image.ie)

색상2.�

색상이란 에 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2005)

의하면 어떤 빛깔을 다른 빛깔과 구별하는데 근거가 되는 “

빛깔의 특질 로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보이는 반사”(p.1261)

광 즉 빛깔이 시각을 통하여 인간의 뇌에 인지되는 것을 , 

의미한다 색상의 정보는 제 의 언어라 명명될 만큼 커뮤. 3

니케이션의 기능을 함양하고 있으며 상대방게 시각 정보 전

달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패션에(Kim, 2007). 

서 색상이 차지하는 의미는 개인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형성

하고 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Kang, Lee, Koh, Jung, Nam, & Kim, 2012).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색상의 결과는 단일 컬러 가지 색상이 활용된 믹(29.85%), 2

스 컬러 색 이상의 다색이 사용된 멀티 컬러(32.84%), 3

로 분석되었다(37.31%) .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단일 색상

의 경우 의 블랙 슈트 또는 의 회색의 원Figure 8 , Figure 9

피스와 같은 무채색 색상이 를 차지할 정도로 주를 32.5%

이루고 있으며 때로는 과 같이 레드 컬러의 아우Figure 10

터와 팬츠를 매치하여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연

출하였다 믹스 컬러의 경우 과 같이 짙은 블루 . Figure 11

계열의 하의와 흰색 재킷 처럼 블랙 팬츠와 살구 , Figure 12

색상 아우터를 매치함으로써 스타일에 안정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활동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멀티 컬러의 경우 . 

처럼 하늘 색상을 띈 퍼 장식과 함께 다양한 원색Figure 13

의 기하학적 패턴들이 돋보이는 아우터와 흰색 팬츠, Figure 

와 같이 붉은 팬츠와 화려한 꽃무늬 자수들 갈색의 술장14 , 

식이 접목된 하늘색 재킷에서 자아내는 다채로운 색상들은 

그녀만의 독특한 패션 감각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색상의 경향은 단일 컬러의 경우 무채색을 활용하여 정돈되

고 차분한 인상을 믹스 컬러의 경우 난색 계열의 상의와 , 

한색 계열의 하의의 조합으로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

고 있었다 또한 멀티 컬러는 의복에 적용된 화려한 문양에 . ,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단일컬러 믹스 컬. Iris Apfel , 

러 멀티컬러 등 색채계 전반에 걸쳐 일정한 비율로 컬러를 ,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컬러에 편중되기 보다는 의복

에 다양한 컬러의 접목을 통하여 스타일의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문양3.�

소재에 있어서 문양이란 Doosan Dong-A editorial 

에 의하면 옷감에 장식으로 꾸미는 여러 department(2005) “

가지 모양 을 뜻한다 문양은 특정 사물을 묘사한 문”(p.843) . 

양은 문양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어떤 상징성을 함양하고 있

으며 관찰자에게 문양이 함양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

치를 연상시킨다(Jang, 2016).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문양의 결과는 자연적인 문양이 로 가장 많이 나타30.97%

났으며 꽃이나 식물 문양 조류 문양 이 주, (25.35%), (5.62%)

를 이루었다 또한 기하학적 문양 이나 두 가지 이. , (20.95%)

상의 문양이 결합된 멀티 패턴 도 나타났다 대표적(13.3%) . 

인 예를 살펴보면 와 같이 붉은 색상의 오버사이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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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ris� Apfel’s

Single� Color� 1�
(www.zimbio.

com)

Figure� 9.�
Iris� Apfel’s

Single� Color� 2
(www.whowhat

wear.com)

Figure� 10.�
Iris� Apfel’s

Single� Color� 3
(www.zimbio.

com)

Figure� 11.�
Iris� Apfel’s

Mixed� Colors� 1
(www.themotley

news.com)

Figure� 12.�
Iris� Apfel’s

Mixed� Colors� 2
(upryamka.livejou

rnal.com)

Figure� 13.�
Iris� Apfel’s

Multi� Colors� 1
(www.zimbio.

com)

Figure� 14.�
Iris� Apfel’s

Multi� Colors� 2
(www.theguar

dian.com)

Figure� 15.�
Iris� Apfel’s� Flower�

Pattern�
(www.themotley

news.com)

Figure� 16.�
Iris� Apfel’s� Plant�

Pattern� 1�
(www.voice-tribune.

com)

Figure� 17.�
Iris� Apfel’s� Plant�

Pattern� 2�
(www.vogue.

com.au)

Figure� 18.�
Iris� Apfel’s�
Bird� Pattern�

(www.telegraph.

co.uk)

Figure� 19.�
Iris� Apfel’s�

Geometric� Pattern� 1�
(awake-smile.

blogspot.com)

Figure� 20.�
Iris� Apfel’s�

Geometric� Pattern� 2�
(www.katieconsiders

.com)

즈 아우터 위에 크기가 상이한 원형들의 조합 또는 Figure 

처럼 나뭇잎의 윤곽선의 차용을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꽃16

이나 나무가 연상되도록 유도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시도하

거나 처럼 실제 나무의 전경을 재킷에 프린트하여 , Figure 17

직접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은 자수로 새겨진 . Figure 18

새의 형상과 새의 꼬리 부분만을 실제 깃털로 접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수공예적인 감성과 더불어 입체적인 . 

효과까지 자아내는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 

과 같이 원피스 위에 비비드 칼라가 반영된 기하Figure 19

학적인 문양의 조합 또는 처럼 형형색색의 기하학Figure 20

적인 도형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문양의 경향은 꽃문양이나 조류 문양에 기반을 둔 자연적인

문양 또는 다채로운 색상이 반영된 기하학적인 문양이 적용

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 Iris 

은 문양을 통해 단조로울 수 있는 의복에 조형적이고 Apfel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자신의 이국적인 취향까지도 표

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액세서리�및�헤어스타일4.�

패션에서 활용되는 액세서리란 의복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미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용되는 장식품이나 소

품 또는 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 스타일에 강조와 변

화를 주고 전체적인 패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되

고 있다 또한 두상의 장식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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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헤어스타일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풍을 일컫는 , 

것으로 개인의 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자에게 , 

자신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Kim & Seol, 2006).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Iris Apfel

액세서리는 안경 볼드한 팔찌와 목걸이는 모든 이미지에서 , 

나타났으며 퍼 와 지팡이 를 활용한 것으로 , (11.32%) (7.86%)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과 같이 둥근 . Figure 21

원형의 오버사이즈 검정색 안경과 함께 쇠사슬을 연상시키

는 볼드한 크기의 커다란 목걸이 기하학적인 형태감이 돋보, 

이는 다양한 형태의 팔찌들을 다크 블루 의복의 색상과 동

일한 색상으로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처럼 주황색의 퍼로 구성된 아우터 위에 커Figure 22

다란 크기의 터키석으로 제작된 목걸이 및 뱅글형 또는 구 

형태의 펜던트가 돋보이는 차암형 팔찌를 매치하여 패션 스

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안경의 착용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도 나타났는데 제 . 

회 뉴욕 영화제 축제에 참여한 이 착용한 안경52 Iris Apfel

은 안경테의 윗부분에 비즈 장식을 한 안경으로 (Figure 23)

축제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스타일링을 시도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은 젊었을 때부터 벼룩시장이나 프리 마켓에. Iris Apfel

서 안경 프레임을 수집하는 것을 즐겨왔으며 노년의 시기로 

접어든 이후 안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 

장하고 있는 여러 안경 중 가장 큰 형태를 착용한다고 하였

다 와 인터뷰에서 (Hallemann, 2018). Interviewmagazine Iris 

은 왜 커다란 크기의 안경을 착용하는가 에 대한 질Apfel “ ?”

문에서 상대방을 더 크게 보기 위해라고 언급하였는데 단순 

히 패션을 위한 착용이 아닌 노안을 보완하기 위한 착용임

을 유추해 볼 수 있다(Kelsey, 2015). 은 퍼로 제Iris Apfel

Figure� 21.
� Iris� Apfel’s�
Accessary� 1�

(www.iamitalian.

com)

Figure� 22.
� Iris� Apfel’s�
Accessary� 2

(www.zimbio.

com)

Figure� 23.�
Iris� Apfel’s�
Accessary� 3�

(www.vogue.

com.au)

Figure� 24.�
Iris� Apfel’s�
Accessary� 4

(www.huffington

post.com)

Figure� 25.
� Iris� Apfel’s�
Stick� 1�

(www.zimbio.

com)

Figure� 26.
� Iris� Apfel’s�
Stick� 2

(www.zimbio.

com)

Figure� 27.�
Iris� Apfel’s�
Stick� 3�

(www.bidsquare.

com)

작된 머플러를 자주 착용하였는데 에서는 오렌지 Figure 24

색상의 퍼 소재로 구성된 머플러를 사선의 형태로 스타일링

하고 있으며 에서도 하늘 색상의 머플러를 Figure 25 Figure 

와 유사하게 매치하고 있다 이처럼 퍼의 풍성함이 돋보24 . 

이는 머플러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한 노년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온 역할 뿐만 아니라 사선형의 착용을 통

하여 커다란 볼륨감을 연출함으로써 노년의 신체적 왜소함

을 보완해주는 효과적인 스타일링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은 지팡이를 자주 애용하였는데 와 같이 Iris Apfel Figure 25

스틸 형태의 손잡이의 부분이 곡선으로 구부러진 지팡이, 

처럼 손잡이 부분이 검정색의 쿠션으로 마감된 붉Figure 26

은 지팡이 과 같이 꽃문양으로 음각이 새겨진 원, Figure 27

형 장식물이 접목된 직선형 지팡이 등 지팡이의 형태나 소

재 색상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하나, 

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 Iris Apfel

은 다층의 레이어드를 함양하고 있는 백발의 숏 컷 헤어스

타일을 고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짧은 머리를 통하여 발. 

랄하고 젊은 이미지 를 지향하고자 하(Do & Kwon, 1992)

지만 모발을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은 인위적, 

인 아름다움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의 특

질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녀만의 패션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은Iris Apfel 오버사이즈 검정색 안 

경 볼드한 형태감이 돋보이는 목걸이와 팔찌 등의 액세서, 

리 퍼의 형태감이 돋보이는 머플러 등 고정적인 아이템을 , 

활용하여 자신만의 패션 정체성을 확립해나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국적인 문양이 돋보이는 액세서리의 착용은 그

녀가 젊었을 때부터 추구하는 패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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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nalysis� of� Iris� Apfel’s� Fashion� Sty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25)

The� itemized� Categorization� of� Iris� Apfel’s� Fashion� Style %

Silhouette

Cocoon 85.07%

Barrel 5.97%

A-line 8.96%

Item Composition

Jacket+Blouse+Sweater+Pants 67.17%

Jacket+Blouse+Sweater+Skirt 8.96%

Blouse+Sweater+Pants 5.23%

Blouse+Sweater+Skirt 2.99%

One-piece Dress 14.18%

Jacket+One-piece Dress 1.47%

Color

Single Color 29.85%

Mix Color 32.84%

Multi Color 37.31%

Pattern

Flower or Plant Pattern 25.35%

Birds  Pattern 5.62%

Geometric Pattern 20.95%

Multi Pattern 13.3%

Non-Pattern 34.78

Accessory 

& Hair style

Eyeglasses+Bracelets+

Necklace+Short-cut Hair
80.82%

Eyeglasses+Bracelets+

Necklace+Short-Cut Hair+Fur
11.32%

Eyeglasses+Bracelets+Necklace+

Short-cut Hair+Stick
7.86%

IV.�실버�스타일�아이콘� 의�패션�스타일에Iris� Apfel �

나타난�특성

패션 스타일은 개인만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

는 기호로서 다양한 스타일링의 연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이나 가치관 자신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 

상징화된 기호의 의미를 함양한다고 할 수 있다.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특성은 첫째 화려한   Iris Apfel , 

원색의 색상이나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스타일링 또는 부피, 

감 있는 액세서리의 착용을 통한 과장성이다 인체에 대한 . 

인간의 미의식은 오랫동안 복식의 변화에 매우 핵심적인 요

소가 되었고 복식의 변형은 시대적 미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에 의하Lauger(1895/2009)

면 변형을 어떠한 형식적인 재현이 아닌 변형하고자 하는 “ , 

대상에서 하나의 대등한 감각적 인상을 산출하여 원하는 외

양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표현하였으며 ”(p. 85)

는 변형을 어Wallschlaeger and Busin-Snyder(1991/1998)

떠한 힘과 압력에 의해 발현되는 형태의 구조적 변화라고 

명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복식의 외형적 과장이란 시각적으. , 

로 확장된 구조적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며 착용자의 신체와 

일원화되어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즉 변형이란 . , 

착용자의 의식 작용을 토대로 복식의 형상을 변형시키고 재

조립함을 뜻하며 이는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다른 형태

로의 유연한 시각적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착용자가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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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Iris Apfel

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과장성은 과 같이 오Figure 3, 10

버사이즈 아우터의 매치 처럼 의복 위에 사선, Figure 16, 24

으로 레이어드한 퍼 처럼 볼드한 크기의 액세, Figure 11, 23

서리들이나 오버 사이즈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외형적 과장

이 표출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와 같이 비비드한 난색 계열의 색상을 , Figure 15, 18

활용함으로써 착용자가 실제보다 확대되어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과장성이 드러나는 패션 스타

일은 항시 젊음을 지향하는 만의 심리가 반영된 Iris Apfel

제 의 신체이자 창조적인 주관이 반영된 실체라고 할 수 있2

다 이를 통해 . 대중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지배적이고 관습

화된 노년의 신체에 대한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Iris 

에 대한 Apfel 새로운 개념화를 정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적인 이미지와 이국적 취향의 현대적 구성 방, 

식을 통한 혼성성이다 혼성성이란 세기 후반 탈 중심적. 20

이고 다원적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구문화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질서와 이성의 규범적이고 

절대적인 미의 개념에서 벗어나 반규범적이고 상대적인 다

양성에 가치를 두는 다원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용된 개념

이다 혼성성은 각 분야 간의 경계가 상쇄된 오(Kim, 2009). 

늘날 새로움을 창출하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상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스타일에 Iris Apfel

나타난 혼성성은 Figure 과 같이 자수를 통한 자연물 2, 18

의 직접적인 형상화, Figure 의 이국적인 문양의 접 16, 19

목 또는 , Figure 처럼 자연물의  15 은유적인 재해석, Figure 

와 같이 토속적인22, 24 빈티지함이 반영된 액세서리를 매 

치함으로 나타난다 즉 은 이국적인 문양들과 아이. Iris Apfel

템들을 현대 패션의 비주류가 아닌 수평적 관점에서 바라보

고 이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미적 취향에 자신만의 가치를 , 

인식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전개함으로써 이 시대

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고정적인 아이템의 활용을 통한 정체성의 표상화이, 

다 정체성이란 . Doosan Dong-A editorial 

에 의하면 본디 참모습을 깨닫는 성질department(2005) “ ,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를 의미”(p. 2077)

한다 표상이란 대표적인 상징이나 이데아 또는 어떤 대상. “

을 지향하는 의식 내용 을 뜻한다 인간은 물리적 ”(p. 2496) . 

공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삶의 철학을 정

립하게 된다 즉 정체성의 표상화란 타인과 차별화된 개인. , 

만의 사고와 감각의 비가시적인 속성이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호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실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가치를 표출하는데 있. 

어 복식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프랑스의 기호학자 

는 복식이 그 자체로서 시각 언어역할을 수Roland Barthes

행한다 고 하였다(Barthes, 1967/1998) . 의 패션 스Iris Apfel

타일에 나타난 정체성의 표상화는 커다란 크기의 안경과 백

발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 및 지팡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의 고정적인 연출은 착용자에게 의미

화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함과 동시에 수용자의 의식 속에 

강력하게 기억될 수 있는 잔존의 가치를 갖게 된다 즉. , Iris 

은 의복과 액세서리에서 형태와 색상의 다채로운 변화Apfel

를 줌과 동시에 볼드한 안경과 백발의 쇼트커트 헤어를 항

시 유지함으로써 정적인 형태의 지속을 통한 정체성의 상징

화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 나이로 인Iris Apfel

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백발의 헤어스타일 또는 신체적 , 

노쇠화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해야하는 지팡이나 

돋보기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안경 등 나이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신체적 특질을 대중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은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추구하고자하는 그녀만의 패션 철학

을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V.�

현대 사회의 실버 세대들은 문화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자신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향을 띄며 현

대 사회에서 문화 소비 생산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 속에 나타난 실버 패션 아이콘들은 자신들 

만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을 정립하여 대중들

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가 가까워지

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실버 세대의 패션 아이콘이라 명명되는 Iris 

의 패션 스타일Apfel 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특성을 도출

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실루엣에서는 타원형의 부피감이 돋보이는 코쿤 실, 

루엣과 배럴 실루엣 단일형의 원피스의 착용을 통한 에이라, 

인 실루엣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에서는 단일형 색상, 

부터 멀티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하였는

데 단색의 경우 무채색이 주를 이루었으며 믹스 컬러는 한, , 

색 계열의 비비드한 상의를 통하여 하의와 대비되는 효과를 

자아내었다 멀티 색상의 경우 다채로운 색상을 복합적으로 .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재의 문양에서는 자. , 

연 문양 중 꽃문양이나 조류의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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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채로운 색상이 가미된 기하학적 문양 또한 다수 활용,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헤어와 액세서리에서는 . , 

다층의 레이어가 돋보이는 흰색의 숏컷 헤어 볼드한 크기의 , 

목걸이나 다수의 뱅글 팔찌 커다란 형태감이 돋보이는 오버, 

사이즈 검정색 안경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퍼의 소재로 

구성된 머플러나 지팡이를 스타일 연출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스타일 아이콘   의 패션 스타일Iris Apfel 분석을 통 

하여 도출된 특성은 첫째 화려한 원색의 색상과 오버사이즈 , 

실루엣을 통한 과장성이다 이는 노년의 나이에 외소화된 신. 

체적인 특질을 색상의 강조 및 확장된 실루엣을 통하여 시

각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확대 지향적인 시각 이미지를 형

성함으로써 관찰자의 기억 속에 지배적이고 관습화된 신체 

인식의 고정된 체계를 해체해 외형적 형태의 새로운 개념화

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적인 이미지와 이국적 . , 

취향의 현대적 구성 방식을 통한 혼성성이다 자수나 프린트. 

를 통한 자연물의 직접적인 형상화나 은유적인 재해석을 통

한 변형 또는 토속적이며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부조, 

물과 문양의 접목은 새로움을 창출하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Iris Apfel의 이상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고정적인 아이템의 활용을 통한 정체성의 표상화이다, . 

고정적인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의미화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수용자의 심상에 기억될 수 있는 강력한 , 

잔존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은 백발의 쇼트커트 헤Iris Apfel

어와 볼드한 안경을 항시 유지함으로써 정적인 형태의 지속

을 통한 정체성의 상징화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패션을 단순히 Iris Apfel

신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복으로서가 아닌 자신만의 정체성

을 표현해주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시대적 변화에 , 

따른 세대 간의 의식 차이를 넘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버 세대들이 .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스타일을 능동적으로 연, 

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

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Iris Apfel 

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실버 모델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
비교 분석하거나 실버 패션과 관련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에 관하여 살펴보는 심층적인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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