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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화 과정의 연구, 특히 대중 문화의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고 복잡하며 이론적,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것

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연구가 점

차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명확하고 통합된 이론

구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의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우리가 입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먹는 것, 타

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요리나 쇼핑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기능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

화연구의 관심사가 된다.1) 특히 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방법이 수렴된 학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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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considering about Zen fashion in the point of view of culture transit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Far-East including Korea will be confirmed as a center of fashion culture in
21st century.

The contents are the meaning of culture transition in Post Modern period, the meaning of Zen and
changing of fashion trend as the background of Zen Fash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Zen fashion
design.

The results are as follows:
Anti-western movement or dismantlement of culture has been represented the limitation of western

centered culture. So the interesting about East means the changing to east from west in ideas. To make
new creation in fashion field, the comprehension about the western fashion which has been preceeded
and new trials using the our tradition will be needed.

Zen is a kind of Buddhism and the essence of it is to find myself and express individual experiences.
The change of one’s sens of value, new age movement and concerning of environment and ecology
make more comfortable, simple and healthy elements in clothing. The fusion style is under a vogue in
life style and Zen is the core of this trend.

The characteristics of Zen fashion are flat dismantlement which has been know as a Japanese style,
oriental minimalism and nature beauty of ecology. This characteristics are found not only the shape,
color but the will of the behind. The pursing temperance and naturalism are represented the fashion
culture transition from the West to Far-East. Therefore multi points of fashion research is very important
and the identify about Korean fashion is required in lately for new fash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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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장인데 이 중 최근 기호학의 관심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방법과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제스처, 의상,

, 말, 사진, 화, 텔레비전 등 다양한 의미 작업들과

관련된 재현의 문화적 특성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패션은 하나의 문화적 기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므로 패션을 통해 시대의 감정(feeling of the time)과

시대의 정신(spirit of the time)을 확인하는 것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 가장 문화적인 것이라는 주장으로 볼 때 제 2의

피부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한 패션

분야는 한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대표적 역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

던 문화가 모든 예술과 생활에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

두되면서 패션의 역에서도 서구중심, 이성중심의 엘

리트적이고 획일화되었던 경향이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소외되었던 주변(the others)에 대한 인

식을 반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의 패션에서 주목되어지는 선(禪) 사상

은 문화적 측면에서, 특히 문화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전이(transition)의 관점에서 볼 때 관심 있

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21세기 문화는 태평양 중

심의 극동지역 중심일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기대

할 수 있는 근거로 이해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기존의 현대 서구 문화의 탈 현대는 그 문화의 전

성기가 지나갔음을 말한다. 서구의 반문화 운동이나

해체주의적 경향은 서구의 탈 현대, 즉 서구 문화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다.2) 따라서 주도적 문화는 이제

서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패션은 한 시대의 인간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

는 매개물이며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의 작품으로서

이러한 문화의 변화를 잘 표현한다. 이에 극동지역이

다음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

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패션문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일시적 유행현상이 아닌 앞으로

지속될 문화현상으로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인테리어, 음식문화와 함께 최근 생활 양식 저변에

서 두드러지고 있는 젠 패션을 문화 전이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젠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21

세기 문화 중심국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양의 향에 대한 복식 연구3)는 80년대 이후 국

내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다분히 장식적 성향과 색채 문양이나 구

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것이거나 해체주의의 전위

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혹은 에콜로지나 세기말

적 신비주의의 일환 그리고 일본 디자이너에 대한 연

구중의 일부로 다루어져 문화전이의 시각으로서 총체

적 문화중심의 이동에 따른 경향은 언급되어 있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외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젠패션의 등장을‘문

화는 이동하며 그 이동의 중심 축이 이제 극동지역으

로 오고 있다’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문화전이 현상의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창조성의 문제, 그리고 이를 근

거로 하여 젠패션의 등장 배경 및 의미와 사상을 간단

히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젠패션의 조형적

특성과 젠 패션의 내적 의미를 살펴보아 한국이 21세

기 패션 문화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 전이에 대한 이론 서적, 신문자료,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국내외 패션 정보지와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문화 예술 전문지 등의 문

헌과 사진 자료를 활용하 다. 

II.

1. 문화 전이의 의미

1) 극동중심으로의 변화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선(禪)에 대한 관심이다.4) 익숙히 살아온 서

구의 문화가 아닌 동양 종교의 색채를 띤 생활문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화의 발전과 변화, 이동에

대한 문제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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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적 변화는 문화적 전이(transition)를 불가

피하게 한다. 단위 문화권내에서는 문화적 기능과 책

임이 문화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화의 발전

에 향을 주는 요인에는 외부적 문화 교류, 갈등 및

침입도 있다. 문화적 동화를 가져오고 문화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다. 정치, 경제적 고

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인류사회에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의 관계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늘

날 우리가 근대와 현대와 탈 현대를 구별하는 것도 지

배적인 서구 문화의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5)

그렇다면 문화적 주도권은 옮겨지지 않는 것일까?

서구 문화의 주도권은 유럽 대륙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갔다.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얻은 미국

이 오랫동안 문화적으로는 유럽의 지배를 받아 왔으

나 지금은 문화적 주도권까지도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화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고대 그리스 문화도 그

전성기를 지나자 로마 문화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

었다. 아마 그리스 문화는 중동 지역의 문화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 문화는 인도

와 중국 문화의 이동에서 결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요컨대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주도적

문화는 새로운 토양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6)

문화의 전성기 또는 문화의 꽃이 피는 시기는 그

문화권의 현대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 문화의 현대도

그러했으며, 고대 로마 문화의 현대도 그러했다. 인도

문화의 현대도 있었으며 중국 문화의 현대도 있었다.

이런 뜻에서 오늘의 현대는 서구 문화의 현대를 말하

는 것이다. 그러나 탈(脫)현대의 움직임은 특히 문화의

탈현대는 그 문화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

다. 서구의 반문화 운동이나 해체주의적 경향은 서구

의 탈 현대, 즉 서구 문화의 한계를 뜻한다. 서구의 종

교, 철학 그리고 예술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한계

에 이르 음을 뜻한다. 주도적 문화는 이제 서구의 문

화권을 떠나서 새로운 토양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문화의 꽃은 아프리카에서도 필 수 있

고 남아메리카에서 필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볼 때 새로운 문화의 토양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동방에서 찾게 되리라 생각된다.7) 이러한

현상은 단지 취미에 머물 던 것이 아닌 동양사상의

회귀와 동양사상 중심으로의 세계적 변화를 의미한다

고 하겠다.

특히 21세기 문화 현상은 정착보다는 유랑이 강조

되는8) 특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더 빠르게 극동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창조의 중심

모든 창조는 연속적 측면과 단절적 측면이 있다. 문

화의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토양에서 새로운 주도적

문화가 창조된다는 것도 연속의 측면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첫째 서구의 현대 문명을 완전히 초월하고 단

절하는 것이 아닌 연속성을 부여하여 계승해야 하는

뜻이다. 즉 현대 문명의 이기를 문화의 토대로 해야

한다. 서구화를 의미하는 현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

을 수 없다. 문화 창조의 연속성은 또한 사상적 측면

에서도 필요하다. 서구 문명을 주도해 온 서구 문화의

사상적 전통도 함께 계승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적

토양이 없이는 현대 문명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구적인 합리주의와 원자주의 또는 개체주의,

그리고 지배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토양으로

주도적 문화가 이동한다는 것은 또한 동양의 사상적

전통이 계승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문화는 더 포괄적

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와 철학과 예술로 표현

되어야 한다.9)

한편 창조의 단절성이란 서구적인 것의 모방이나

전통적인 것의 복제 내지 재현의 수준은 안 된다는 뜻

이다. 탈현대적인 서구의 유행을 모방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전통을 국수주의적으로 반복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창조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패션문화에서도 현

대적 감각의 패션을 유지 계승하면서 여기에 과거 답

습이나 모방은 단절하여 새로운 패션을 창조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전통복식의 단순한 재현이나 변

형이 패션을 창조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며 또한 마

구잡이 식의 서구 복식의 외관적 모방도 창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현대의 복식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서구와는 다른 우리의 것을 내면적으로

우러나도록 하는 적절한 시도가 새로운 창조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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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저력이라 하겠다. 

2. 젠 패션의 등장 배경

1) 젠의 의미와 사상

젠(Zen)이란 선(禪)의 일본발음으로 최근에는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선은 불교의 한 종파로 달

마대사에 의해 중국에서 태동한다. 선은 중국의 정신

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도교의 향을 받았는

데, 노자의 사상에 기초한 도교의 사상은 물 흐르듯

자발적으로 기능하는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10)

민 빈의 한대사전11)에서는 Zen이란 명사로 첫째,

불교의 선종(禪宗)인 대승불교의 한 운동으로 기원6세

기에 중국에 들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 8세기 무

렵에 성립, 중국명은 챈(chan)이라 한다. 둘째로 선(禪):

선종의 교리(敎理)와 실천, 또는 Zen Buddhism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2)에서는 선종(禪宗)을 뜻

하며 불교의 한 종파(宗派)로 어려운 불경(佛經)에 의

하지 않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묘법으로 참선(參禪)

을 중요시하여 경전(經典)도 없이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종지(宗旨)로 하고 직지인심(直

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그 표지(標識)로 삼는다

고 말한다. 

결국 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다양성에 대한 모

든 상대적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통일 의식’으로

젠은‘어려운 설교와 경문에 주력하지 않고 참선에 의

하여 본성을 터득하려는 불교의 한 파’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안정과 지혜의 관계를 물과 달

의 비유로 설명한다. 마음의 물이 흔들려 파도가 일면,

지혜의 달이 제대로 비쳐지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됐

을 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

이다. 참선이라는 명상 수행을 중히 여기는 것도 마음

의 안정에서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는 깊은 지혜

가 생겨나기 때문이다.13) 독일에서 법회를 갖고 유럽

인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대행스님은 물질문명에 황

폐해진 마음을 다잡는데 우주공동체적 질서와 삶을

설파했다. 너와 나, 나와 우주만물은 하나라는 진리를

믿으면 만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라만

상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계속 변하니 곧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입니

다.”라고 설명했다.14)

동양의 선사상의 신비로운 향을 받은 것으로 현

대패션에 나타나는 젠은 화려함, 사치스러움과 정반대

의 개념으로 다분히 내용적으로는 철학적이다. 즉 마

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 무아의 경지에 몰입하

여 자아의 본심을 찾는 사상의 표현이라 하겠다.

나와 우주의 합일(合一)같은 극도의 상징성으로부터

투과되어져 표현되는 가장 함축된 형상적 부호로 이

루어지며 선심(善心)에서 출발된 모종의 심성이념의

단어로 승화, 표출된 것이다. 예술에 있어 상징적인 표

현방법은 대상 소재의 상징적인 성격을 다른 형식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형식으로 감각적 표현

과 구조적 표현을 함께 형성하여야 한다. 

선은 불교미술 작품들의 기능적 목적 외에도 일차

적으로 미술가 자신의 자발적인 개인적 증언 즉, 그가

터득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이해의 도를 보인

다. 그것은‘절대’나‘空’즉 그 앞에서는 모든 이미

지가 일시적인 표상에 불과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불교미술 작품의 진정한 의도는 궁극적인 해탈과 구

원에 불가결한 모든 현상세계화 이미지의 초월을 암

시하는 데 있다.15)

결국, 젠사상이 내포된 예술의 추구는 과거 작품들

에서 표현된 표면적 모티프로서의 동양미와는 다른

순수주의 동양미 추구로 선종의 의식이 내포된 하나

의 의도이자 철학으로 인간 내면 구원의 현상을 이미

지로 상징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사상체

계가 모순을 확고한 대립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

해 젠은 모순된 상반을 진리로 인식하는 상대성을 숭

배한다는 것과 서구의 진리탐구가 언어 중심적이고

대상을 의식한 논리체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달리

비언어적 수행과 철저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의식 즉,

마음 그 자체를 찾는다는 점이다.16)

2) 패션문화 환경의 변화

넓게는 중국 및 불교 문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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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패션, 환경, 라이프 스타일 등에 새로운 바람을 불

어넣고 있다. 1997년 가을‘타임’지에서는 낯선 땅 티

벳에서 종교적, 적인 지도자인 13세의 어린 나이의

달라이 라마를 만나 서방 세계의 문명을 가르쳐 주며

그를 통해 적인 성숙을 경험한 산악인 하인리히의

이야기를 화화 한‘티벳에서의 7년(Seven Years in

Tibet)’인 이 화 속에서 정신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면서 적인 성숙을 구하는 주인공 브래드 피트

를 표지로‘부디즘’(불교도)에 대하여 크게 보도하

다<그림 1>. 최근 서양에서는 과학적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를 동양사상에 의한 적 체험을 통해 극복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요가나 선, 불교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미 80년대에 시작된 뉴

에이지 운동은 동양적 신비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자연으로의 회기를 추구하고 있다.17)

1970,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세계경제는 양적으로 엄

청나게 거쳤으며 이러한 급격한 양적인 확대는 사람

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의 폭등으로 많은

투기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개발 도상

국 중심의 경제 개발붐은 계속 이어져,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한껏 부풀어오르는 추세

으나 이제 거품 시대는 끝나고 있다.18) 그러면서 사

람들의 관심사는 좀 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

시선을 돌리고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과도한 소비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도 불필요한 장식이 줄

어들고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선호로 옷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90년대 미니멀 열풍 이후 장식성을 최대한 내버린

간결함, 동양풍, 흑백 주조의 모노톤, 정(靜), 여백, 형

식미… 옷과 소품, 화장품<그림 2, 3>, 가구, 그릇, 식당

<그림 4> 등 젊은이들 생활 문화 공간에‘젠 스타일’

이 강렬하다<그림 5>.19) 특히 최근에는 퓨전 스타일

(fusion style)로 명명되는 동서 융합의 생활문화가 깊

게 자리잡고 있다<그림 6>. 젊은 층 뿐 아니라 신선한

감각을 좇는 장년층도 많이 찾는 인테리어로 절간 같

은 분위기가 인기 있다. 검은 침대, 연회색을 주조로

다양한 변화를 주는 침구류, 먹물들인 베와 실크로 만

든 쿠션, 베개가 독특한 느낌으로 상품화되고 있다<그

림 7>. 강렬한 원색의 향연이 유행하던 1-2년 전과 매

우 다른 느낌이다. 중저가의 캐주얼 의류에도 한자나

동양적 문양 심지어 쿵푸의 캐릭터도 인기가 있다.20)

사실 현대 서구에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시작은 1960년대 이후부터.21) 이러한 관심과

함께 더욱 인류학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스타일이 패

션 무대에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서양 복식 형태에 非

서구복식, 특히 동양복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복식 연구의 한 과제로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서양복식과 동양

복식으로 구분되고 있는 복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결

정해주는 외적 조형성과 내적 상징성에 대한 비교 문

화적 고찰도 요구되고 있어22) 다양화의 추세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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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 티벳에서의 7년. 

WWD Korea, 1997. 12. p.159

<그림 2> 랑콤 화장품 HYDRA ZEN의 광고

<그림 3> 아모레 라네즈의 시크릿

브론드 (妙) 광고



패션 문화환경은 급속도로 동양의 사상과 관련되는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III.

1. 젠 패션의 조형적 특성

1) 평면적 해체성

젠 패션의 제일 선두는 표현적으로 보아 전위적 성

향이 강하게 보이는 해체적 특성이다. 이미 80년대 일

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향을 전위적 작품으로만 인식하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헤롤드 코다(Herold

Koda)는“카와쿠보의 찢어지고 층을 이룬 푸어 룩

(poor look)은 젠(Zen)의 심미적인 철학을 전달하기 위

한 것이다”23)라고 단언한다. 즉 푸어 룩은 젠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스즈키 다

이세츠의 지적대로“선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자기 존

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며, 속박으로부터 자

유에로 향하는 길을 제시한다”24)고 볼 수 있다. 결국

테두리에 갇혀있던 서구적 틀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본질로 가려는 표현이 푸어 룩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

다<그림 8>.

이러한 푸어 룩으로의 젠 패션을 복식조형적 측면

에서 본다면, 우선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의복과

신체의 피트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작업이

그 특징이다. 의복이 신체에 맞는 형태여야 하며‘입

는다’라는 최소한의 기능성과 실용성의 문제를 근원

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신체의 형태를 재해석한다. 특히

착장을 통해서만 의복의 실루엣이 완성되는 비구조적,

비구축적 실루엣은 착장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

하는 것으로 카와쿠보나 미야케의 작품에서 잘 나타

난다25)<그림 9>. 

색채면에서는 검은색과 자연색을 중심으로 은둔, 절

제, 선(禪)적인 어두움과 그림자를 표현하며<그림 9>26)

소재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거칠은 표면 특성을 그대

로 표현하고 있다. 80년대의 일본의 푸어 룩이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라 보

기 힘들다. 이제 분명 패션의 한 쟝르로 자리잡아 보

다 내면적인 문제의 표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것은 정교한 재단법이나 서구적 전통 기법

의 해체적 현상, 가령 존 갈리아노와 같은 부류의 디

자이너들의 작품과는 분명히 다른 해체성이다. 갈리아

노의 해체성27)이 서구적 해체적 특성이라면 평면적인

무기교의 순순한 젠 패션은 동양적 해체의 특징이 있

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헤롤드 코다(Harold Koda)가

일본 젠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불완전성으로 규

정28)한 것은 여전히 서구적 시각을 기준으로 한 문제

일 것이다. 이제 동양중심의 세계관의 시각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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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젠 분위기의 식당 내부,

feel. 1999. 10, p.256

<그림 5> 젠 스타일의 생활 문화,

Vogue Korea, 1999. 9

<그림 6> 퓨전 스타일, 행복이 가득한 집,

1999. 9. p.239



면 오히려 동양적 해체성이 보다 커다란 우주 안에서

의 완전성으로 인식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젠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서 평면적 해체는

바로 기존 형식의 초월이며 이는 구성적으로 완전하

다고 여겨졌던 서구의 복식들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

을 형식으로 향하게 하여, 인간 내면으로는 향하기 어

렵게 만들기 때문에 의도에 의해 입체적 구성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세이 미야케나

카와쿠보 레이 등 일본디자이너들의 스타일은 올 풀

림, 마무리하지 않은 헴라인, 염색되지 않은 무명의 사

용, 두르기, 겹치기, 묶기를 통해 해체와 새로운 평면

적 창조성을 제시하 다. 최근 국내에서도 색채는 억

압하고 형식을 초월한 스타일의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으며<그림 10> 서구적 복식 형식에 충실했던 도나

카란, 질 샌더, 후세인 카라얀 등도 이러한 해체, 재구

성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그림 11, 12, 13>.

2) 동양적 미니멀리즘

젠 패션의 또 다른 조형적 특성은 해체성과 반대의

경향처럼 보이는 간결미, 절제미에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부류의 젠 스타일은 서구 모더니즘에서 발원한 미

니멀리즘과는 구분된다. 인위적 장식과 거추장스러움

을 덜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미니멀리즘과

젠 패션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젠 패션은

미니멀리즘의 차가운 이미지 보다 자연스러움을 살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그림 14, 15>. 

20세기의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젠

패션으로 나타나 구성방식의 해체나 실험적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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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먹의 색과 동양적

조형미가 보이는 침실,

feel, 1999. 10. p.254 <그림 8> MASAKI MATSUSHIMA PARIS 제품,

High Fashion, 1999. 12. p.57

<그림 9> 이세이 미야케, MODAIN,

1995. 8. p.111

<그림 10> O’2nd의 광고, Vogue Korea,

1999. 9 <그림 11> 도나 카란, MODAIN,

1995. 8. p.127

<그림 12> DKNY, MODAIN,

1995. 8. p.118



표현된 것이 앞서 설명한 평면적 해체적 특성이라면

여백으로 그리고 절제로 표현된 모습은 간결미로서의

동양적 미니멀리즘으로 말 할 수 있겠다<그림 16>.

“정적인 문화, 내부로의 몰입, 단아함, 깨끗한 정신 등

서양인들이 기댄 것은 동양적인 것, 그 중에서도 불

교”라고 한 불교 연구가 윤청하씨29)의 지적대로 그 동

안 지배했던 서구의 패션보다 정적이고 내부로 향하

는 모습, 단아한 절제미로의 표현은 젠 패션에 있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 17, 18>. 

그 동안 20세기 패션의 흐름 속에서 보여졌던 동양

의 향은 주로 화려하고 원색적인 민속풍의 이미지

다. 이와 다르게 젠 패션의 동양풍은 순수주의, 자연

주의 등으로 표현하여 형태, 색채, 문양 등에서 기존의

단순미(미니멀리즘)와 젠(오리엔탈 미니멀리즘)적인 요

소의 현대적 조화와 종교적이며 금욕적인 정제된 이

미지를 결부시켰다고 하겠다. 동양 문화권에서 감을

얻은 듯한 절제된 이미지의 디자인 그룹으로30) 순수주

의가 스타일의 핵심이 되어 세련된 멋을 표현하는 미

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제시하기도 한다.31)

생활문화에서 서구를 매혹시킨 단순-간결의 젠 스타

일은 일본식 형식미로 서구에 알려지고 있어 그 특징

이 흑백의 모노톤, 혹은 네모 반듯한 모듈의 연속. 나

뭇결을 살린 표면처리, 선방의 식기를 연상시키는 그

릇, 나무와 자갈, 나뭇가지, 자연섬유 등이 대표되었다.

그러나 젠 사상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은 사회주

의로 인해 그 가치가 상실된 중국도 일본정서에 맞추

어 변형된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는 점이 이제 서구인

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32)을 볼 때 약간은 투박하

고 거칠은 듯하지만 오히려 자연미가 그대로 드러나

는 멋이 스며들어 차별된 젠 패션을 국제적으로 알릴

때라 하겠으며 패션 문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젠 패션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 미니멀리즘은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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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후세인 카라얀, High

Fashion, 1998. 12. p.148

<그림 14> 캐서린 헴넷, Queen,

1999. 10. p.27

<그림 15> 캐서린 헴넷, Queen,

1999. 10. p.26

<그림 16> 함부르크의 질 샌더 매장.

High Fashion, 1999. 12. p.40
<그림 17> WITH 한국판, 1999. 11. p.89

<그림 18> 정구호 매장 내부의 모습



의 전통요소가 그대로 재현이나 모방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시대의 미적 감각으로 참신함과 보편성을

갖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앞서 지적한 새로

운 창조의 의미와 같다고 하겠다. 

깨끗하고 절제된 선에 대한 새로운 감이 표현되

는 데에는 실험적인 자연의 신소재을 통하여 순수한

멋을 제안 할 수 있다. 번쩍번쩍 광이 나기보다 실크

와 같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윤택이 나는 질감과33) 단

순하면서도 신비한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림 19>.

90년대 들어 유행을 주도해 온 미니멀리즘이 검정

과 흰색을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인공적 느낌이라면,

젠 스타일은 창호지와 같은 부드러운 흰색, 붉은 혹은

갈색이 도는 따뜻한 검정으로 자연스런 색감을 연출

한다. 젠 스타일에는 미니멀리즘이 즐기는 흑-백색같

은 무채색, 솔리드한 단색 외에도 밤색, 카키색, 겨자

색, 보라색 같은 차분하면서도 자연과 친화적인 색감

의 색 배합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20>. 결국 이러한

특성은 동양의 절제와 간결 여백의 미에 기초한 단순

미로서 동양적 미니멀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3) 에콜로지풍의 자연미

최근의 젠에 대한 생활 문화적 열풍이 생태학이나

환경에 대한 재인식의 바람과 결부됨은 패션에도 그

대로 표현된다. 디자인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시켜 전달 해

왔다34)는 지적처럼 젠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 속에서도

최근의 문화적 가치관을 찾아 볼 수 있다. 에콜로지

패션의 흐름과 맞물려 젠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자연

과 조화된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는 일원론적인 동

양사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찾고 자연으로

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반 한다.35)

젠의 주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중심으

로 아이보리와 블루 그레이를 사용한 현대적인 그룹

과 오프 화이트, 내츄럴 톤, 페일 톤 등의 자연적인 색

조의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자연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

소 거친 질감의 직물이 사용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이

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거즈, 크레이프, 양모, 편직물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모습은 평온한 느낌을 전달하

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만들

어 낼 수 있다. 구겨지고 불규칙한 비인공적 느낌의

직물을 사용하고 형태적으로는 인체곡선을 드러내거

나 강조하지 않으며 자연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사용

한다<그림 21>. 가공되지 않은 느낌의 무명을 소재<그

림 22>로 한 옷을 통해 자연과 융화하고자 하는 이미

지의 패션은 광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그림 23>.

자기 성찰과 깨달음의 의식이 신비감을 자아내는 자

연적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희, 홍미화 등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도 활발히 해외진출을 시작하면서 가

장 접근하기 용이했던 이미지가 바로 에콜로지 풍의

순수한 자연미가 아니었을까 한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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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ichael Kors, Vogue

Korea, 1999. 9

<그림 20> 데미안의 광고, Vogue

Korea, 1999. 9

<그림 21> 가죽과 니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표현. WITH 한국판, 1999. 11



작품이 해체적 특성에 강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순수

자연미의 약간은 투박하지만 여유 있는 표현에 적절

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1990년대 국내 패션의 환경적 분석에서는 환경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세기말적 사회 불안의 증

가로 인해 복고적 경향과 동양적 사상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36) 또한 단순하고 편안한 스

타일의 선호로 캐주얼 옷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실중심의 감성적인 방향으로의 흐름은 현대인

들에게 가식적인 패션이 아닌 편안한 내면에서 우러

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하는 것

이다. 젠 패션의 에콜로지풍의 자연미는 새로운 이미

지로의 방향전달 이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

려움에서 벗어나 자연속으로 도피하려는 의도가 동시

에 담겨 있다37)고도 볼 수 있다. 

2. 내적 의미

1) 내면의 세계 추구

젠 패션의 특성으로 알 수 있는 의미로 우선, 푸어

룩으로의 동양적 해체성이 소위 완전성으로 불려져

진행되었던 서구의 복식 문화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이

며 다음으로 철저한 내면의 정신을 단아하게 표현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적 해체성과 동양적 미니

멀리즘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모습에서는 그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형태의 특성

모두 내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

다. 그것은 바로 내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빈곤의

이미지를 표현함은 그것이 오히려 가장 순수한 궁극

적인 아름다움일 수 있으리라는 의도가 전자이며 반

대로 젠의 철학에서 알 수 있는 깨달음으로의 절제와

여백과 소박의 이미지는 무장식이나 무기교의 단순미

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동양적 해체적 특성이나 동양적 미니멀리즘의 두

가지 특성 모두 20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던 외형중심

에서 벗어난 탈 현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궁

극적인 내면의 세계를 다양하게 이미지화 하려는 노

력이다. 

2) 자연주의의 추구

젠패션의 특성 중 하나인 에콜로지 풍의 자연미는

앞서 지적한 세계 환경 변화의 직접적인 반 이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 등 인간

과 관련있는 분야들이 이제 디지털세계와 자연주의의

물결의 양단에 처해 있다.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면 될

수록 자연에 대한 경외와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현대의 문물의 종말에 인간은 결국 자

연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겸허의 자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자연이란 동양을 의미하

게되고 동양의 철학으로의 젠 사상에 관심이 집중되

면서 패션도 이를 반 하는 것이다. 젠 패션에 있어서

82

A 제4권제1호

<그림 22> 천연 그대로의 무명 느낌이 나는

거친 재킷, Jean Colonna,

MODAIN, 1995. 8. p.126
<그림 23> ENC의 광고 자아성찰적 신비감을

표현. ENC 카탈로그, 1997, 가을



는 형태의 특징보다 색채와 소재의 표현이 이러한 자

연주의의 추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인위적 색채를 억

압하고 모노크롬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자연의 색

채 즉 부드러운 색감을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 나타

난다. 

또한 천연섬유의 사용증가와 천연섬유의 성질을 가

지고 있는 신소재의 사용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

을 의도한다.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동

시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로의

시각전환일 것이며 이러한 점이 의복의 형태에 의한

분류보다 의도에 의한 기준에 의지하여 젠 패션을 인

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패션 문화의 전이

국내 패션 연구에 있어 현대 패션과 이에 향을

준 동양풍에 대한 관점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원

색적인 민속풍 내지 전통복식의 차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껏 진행되었던 동양의 향과 젠 패션의

등장은 의미에 있어 매우 비중이 다르다고 보여진다.

우선 외형적 디자인에 일부 적용되었던 동양풍이 아

니라는 점이며 그리고 향이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의도와 커다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

시적인 패션 유행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문화와 사상

전반에 걸쳐 젠의 향력이 의외로 크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문화의 전이에 대한 의미에서도 밝힌

것처럼 세계의 문화의 중심에 동양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젠 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라 하

겠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단절적인 창조의 측면

에서 나타나 혁명처럼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인 창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나타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즉 기존의 현대적(서구적) 단순미인 미니

멀리즘과 동양의 절제적 단아미가 결부되고 80년대부

터 지속되어온 전위적 그룹의 해체적 특성도 내적인

의미에서 보다 깊은 젠 사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패션

환경 변화의 하나로 등장하는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

과 여유와 캐주얼로의 진행이라는 패션계의 커다란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자연주의의 추구까지 모든 것

이 현대의 연속에 서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에 대한 총체적 시각은 바로 문화

전이현상과 같은 패션 문화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하

겠다. 그 동안 복식의 중심이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권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흘 던 것을 보면 이제

극동지역으로의 이동은 예측할 수 있으며 생활 문화

전반에 걸친 동서의 결합으로의 퓨전현상도 이와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젠 패션이 가지고 있

는 중요한 내적 의미는 그 외형적 특징이 아닌 문화의

이동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IV.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문화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의 시대와 경

제의 시대를 지나 문화의 시대로 건너는 과정에 있다.

다니엘 벨이 정치는 평등을 경제는 효율을 문화는 자

기 충족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한다38). 그렇다면 이제

평등과 효율의 이데올로기는 종언을 고하고 자신의

행복과 개인의 만족이 사람들의 의식을 주도하는 시

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생활문화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의생활, 성생활, 식생활을 포함한 각

종 생활방식이 1980년대말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문화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의

미와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다. 각종 생활문화가 변화

하고 문화의식 및 행동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강조하기 시

작했고 대중문화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생활문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런 움

직임이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갖거나 새로운 이론적

분석 방법과 현실에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갖

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표피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로 흘러 버리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과거의 문화가‘듣는 문화’라면 새로운 문화는‘이

미지의 문화’이다. 그리고 과거의 문화가 일 중심의

기능적인 문화인 데 반해 새로운 문화는 여가 중심의

장식적 문화이다.

젠(Zen)이란 단순하고 절제된 동양적인 종교인 선종

을 의미하는 용어로 패션을 통해 철학적인 자아의 본

심이 복식에 표현되었고 패션계에 등장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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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품경제의 쇠퇴, 현대인의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

환경보호 측면, 옷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조형적 특성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젠 패션의 표현은

한가지 방향으로의 획일성이 아니다. 오히려 형태적

특성보다 의미적 내적 특성에 의해 외향적으로는 전

혀 공통성이 없어 보인다. 해체적 전위 패션이나 미니

멀리즘 패션, 혹은 에콜로지 패션의 성격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젠 패션은 그 의도와 배경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형태, 소재, 색채의

조형적 탄생의 근거, 그리고 패션 환경의 변화와 생활

문화 전반의 양식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저변으로의 확대 인식은 젠 패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문화환

경의 변화 특히 문화가 탈 현대화 됨은 탈 서구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는 전이에 대한 시류로 이해 할 수 있다. 

서양의 모던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승계 했으며

동양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단절적 측면의 선 사

상을 내면에 깊게 부여하여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창조가 실현되는 장으로 젠패

션은 그 선두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서구적 디자인 사조 중 한 부분인 패션에

나타난 젠을 통해 오늘날 세계화 조류 속에서 참된 동

양적인 패션디자인의 정체성의 확립을 기대하여 앞으

로 극동을 중심으로 한 패션 산업이 보다 변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1세기

에는 새로운 패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나라 패션과

동양의 향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여 21세기의

트렌드 예견과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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