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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features of hybridization of ethnic-cultural elements in Korean fashion 
magazines. Its purpose was to embody more creative and newer images in fashion by promoting 
better mutual understanding of foreign cultures and addressing the issues of fashion design from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doing so,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na-
lyzed a total of 130 photographic images with any hybrid ethic element from two Korean fashion 
magazines, Vogue Korea and Harper’s Bazaar Korea, issued between 2005 and 2009. The analy-
sis revealed that there were 66 images(50.8%) with a mixture of two different cultures and 64 
images(49.2%) with a mixture of three or more different cultures. As seen from the results, the 
two categories had a similar number of cases. In regional terms, the use of two different cultural 
elements included a mixture of Asian and Western cultures in 32 images(24.6%), a mixture of 
Western and African, Middle Eastern or Latin American cultures in 23(17.7%), and a mixture of 
Western and Russian or European folk cultures in 11(8.5%).  In the use of three or more differ-
ent cultural/national elements, the present study found a mixture of Asian, African, Middle 
Eastern, Latin American and Western costume items in 20 photo images(15.4%), a mixture of 
African, Middle Eastern and Latin American elements plus Western costume items in 19 im-
ages(14.6%), a mixture of all regional cultures in 13 photos(10%), and a mixture of Asian ethic 
cultures plus Western costume items in 12 cases(9.2%).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ybridization of ethnic-culture elements in Korean fashion magazines consisted of diverse 
clothing and accessories from various ethnic groups. The expression of these multi-cultural hybrid 
images that consists background images and models from different cultures well-portrayed the 
multi-cultural elements based on total coordination and broke the stereotypical aspects of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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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다원화 현상은 절

대적인 가치나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상대

적이고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표현되

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계층 간의 위계와 경계가 와해되고, 사

회구조 또한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구조

로 전환되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

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지구촌화와 세계화, 다문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

화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이념과 상충

적인 생활원리 및 인식원리들이 자유로이 공존하고

있으며, 문화의 속성 또한 지역과 글로벌, 서양과 동

양, 전통과 현대 등과 같은 이분법의 인식체계 대신

시․공간의 경계 초월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계 초월은 주류문화의 주도 대신 모든 나라,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하였고, 패션에 있어서

도 각 나라 및 민족의 고유문화가 아닌 이질적인 문

화 간의 교류와 결합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

게 하였다. 다른 두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을 포스트모

더니즘의 영향 아래 오리엔탈, 에스닉, 퓨전, 크로스오

버, 절충주의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다른 스타일간의 결합보다 확대된 방식의 결합을 의

미하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하이브리드에 관한 선행연구1)는 현대패션에 나타

난 하이브리드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한 연구나 특정

디자이너나 특정 지역, 장르를 대상으로 한 하이브리

드, 또는 장르 간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다문화시

대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패션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민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이미

지의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는 패션컬렉션을 통해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패션

잡지에 다양한 연출을 통해 표현되는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패션 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

의 하이브리드 경향에 관한 것으로 현대패션의 큰

화두 중의 하나인 다국적 이미지의 하이브리드 경향

이 국내패션 잡지의 스타일링에서도 중요한 현상임

을 밝히고,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다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패션디자인 전개로 보

다 독창적인 표현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특히 현대패션은 단순히 패션이라는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 장르 및 예술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룩과 트렌드가 공존하게 되었고, 각

자의 개성과 차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흐르면

서 독창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스타일링의 중

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 잡지에 연출

된 화보에 관한 연구는 스타일을 만드는 실행주체가

패션에디터 혹은 스타일리스트이므로 전문적인 스타

일리스트에 의해 연출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스타일

을 분석한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

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미지의 패션 연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 방법은 선

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한 문헌고찰과 국내 패션 잡

지 중 지명도가 높은 Vogue Korea와 Harper's Bazaar

Korea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패션화

보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반영

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선정은 잡지의 기사와 설명

을 참고하여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반영

된 자료 중 1차 선별과정을 거쳐 총 130건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잡지의 개념과 특성
매스미디어에 속하는 잡지(Magazine)는 특성화,

세분화 성격이 강한 전달매체로 성별, 연령, 학력, 직

업, 취미 등에 따른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잡지명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말한다.2) 발

행목적과 해당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잡지는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성

이 있고 특별한 독자층을 형성한다.3) 잡지는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며 모든 분야의 흥미와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용적 커뮤니케이션 매체 역할을 해왔으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

- 47 -

며, 현대의 잡지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첨단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고유의 독

특한 위상을 차지하며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4)

패션 잡지의 경우 독자층, 편집장, 사진작가의 경

향에 따라 각각 분위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패션을

주로 다루는 잡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간

혹 여행이나 유명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패션 잡지는

주로 겉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패션과 뷰티를 다

루며 유행을 부추긴다.5) 국내의 경우 최초의 여성잡

지는 1906년 창간된 <가뎡잡지>이나, 전문지의 성격

을 띠는 국내 최초의 패션 잡지는 1968년 10월 창간

된 <의상>으로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패션정보

들을 소개하였고, 디자이너의 구상을 일러스트레이션

으로 묘사하여 게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패

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는 1992년 11월 창간된

엘르(Elle) 한국판을 시작으로 주로 라이선스지이며

199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 창간이 이루어졌다.6)

패션잡지의 특징은 문자정보에 의한 언어적 요소

와 시각정보에 의한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

다. 언어적 요소로는 일반잡지와 동일하게 문자를 통

해 얻어지는 지적 욕구 충족과 관련된 부분이나, 패

션잡지만이 갖는 특성은 사진기사라는 매개체가 독

자에게 주는 비언어적 요소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패션잡지에서는 화보를 통한 직접적 설득 커뮤

니케이션으로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독자는 문자정보에서는 얻지 못하는 감각적인

시각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감각적 정보의 제

공은 광고에서도 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패션잡지 광고에 나타난 모델은 독자의

대리 행위자로서 독자는 패션과 함께 조화된 모델의

이미지에서 감각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7)

이러한 패션잡지의 특징적인 역할로는 커뮤니케이

션의 기능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잡지가 취급하

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그 시즌에 유

행될 색상, 소재, 스타일, 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

로 음악, 미술, 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등이다. 패션

잡지는 이러한 패션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제

공과 함께 여성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8) 오늘날의 패션잡지가 매가로그(매거진과 카

탈로그의; 합성어)라 하여 유행경향을 알리고 소비

를 부추기기 위한 치어리더 역할까지 자청하고 있는

상황에서9) 패션 잡지는 패션에 관한 보도, 논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패션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대

중의 패션 신뢰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패션저널리즘의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겠다.

2.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패션 경향
현대사회의 다변성과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문화

장르간의 벽 허물기가 가속화되고 이러한 융합 현상

이 전 문화 분야로 확산되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러

한 현상을 일컬어 문화의 하이브리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첫째,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이라는

의미와 둘째, 두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종간의, 속간의 혹은 근친간의

교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잡종보다는 폭 넓은 적용범위를 지니며,10)

조형 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는 혼성모방이나

개작의 경향을 띠고 다른 여러 가지 양식을 흉내 내

거나 모방하는 매너리즘이나 양식적인 왜곡현상과

언어혼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11) 또 자동차와

같은 기술 및 건축, 경영, 영화, 광고 등 모든 분야에

서도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오늘날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어울

릴 수 없는 극단적 이질성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들

을 화해시키고 두 영역을 융합함으로써 한 단계 발

전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개념은 예술 사조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한 탈 중심적이고 해

체와 절충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하는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다원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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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수직적인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이다.12)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계층 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

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

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

나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이 수용되며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13)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거대이론 혹은 총체성의 거부, 모든 이원적 대립의

해체라는 기본 명제를 기초로 한 다양성과 다원성이

라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

한 틀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 계층, 지

역, 국가, 민족 등에 대한 관심과 다원적 요소들 간

의 수평적인 조정과 조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추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패션에 있어 이질

적인 패션 감각의 공존을 말하는 것으로 동양과 서

양, 주류와 비주류, 남성과 여성, 전통과 현대, 자연

과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 탈 중심적

인 현상을 반영한다. 즉 확실한 미적 가치의 부재,

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뚜렷한 분류 특성을 찾아 낼

수 없는 불확정적이고 혼란스러운 패션, 다양한 문화

와 디자인 요소를 포괄하는 절충적이고 다원적인 특

성, 이질적인 요소와 기능의 결합을 통한 다 기능성

과 다 목적성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15) 특히 정보통

신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확대, 활발한 인적 교류, 이

민 등의 경향으로 전 세계는 다문화적인 공동체의

양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곳곳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Ⅲ.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

1.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분석

경제적 여건의 향상 및 첨단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탈 이념화로 인해 지

구곳곳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

적인 태도를 갖게 된 현대패션은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 아프리

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국적 취

향이 오리엔탈, 에스닉, 퓨전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를 창조한데 이어 현 시점에 이르러서

는 전 세계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

요소를 혼합하고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민족적 요소

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패션 잡지 중 Vogue Korea

와 Harper's Bazaar Korea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패션화보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

브리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자료

중 1차 선별과정을 거쳐 총 130건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신사진과 의상이

3/4이상 나타난 자료만을 선정하였고 패션분석을 위

해 화보에 대한 기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

패션잡지의 특성상 지면에 표현된 패션화보는 패

션모델과 의상, 장신구, 메이크업, 배경이미지 등으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패션모델의 경우 외국

인 서양모델이 22건(16.9%), 자국인 동양모델이 108

건(8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국내 패

션잡지의 화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자국인 한국모델

을 기용하여 다국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경이미지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현지촬영 대신 스튜디오 촬영으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사진 합성을 통해 배경을 처리하기도 하

지만 배경 없이 패션모델과 의상연출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100건(76.9%), 이국적인 실제 배경이미지와

함께 연출된 경우가 30건(23.1%)으로 다양한 민족의

의상과 패션소품만으로 하이브리드의 경향을 나타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간의 하이브리드는 크게 2개국의 이미지

를 혼합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

우로 나타났으며, 각각 66건(50.8%)과 64건(49.2%)

으로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2개국의 이미지를 혼

합한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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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서구

- Vogue, 2007. 8,

p. 296.

<그림 2>

한국+서구

- Vogue, 2007. 1,

p. 234.

<그림 3>

한국+서구

- Vogue, 2007. 4,

p. 378.

<그림 4>

일본+서구

- Vogue, 2007. 8,

p. 298.

<그림 5>

일본+서구

- Vogue, 2007. 9,

p. 512.

<그림 6>

인도+서구

- Harper's Bazaar,

2008. 12, p. 252.

<그림 7>

아시아 기타+서구

- Vogue, 2009. 8,

p. 304.

<그림 8>

아프리카+서구

- Vogue, 2009. 4,

p. 384.

<그림 9>

아프리카+서구

- Vogue, 2009. 4,

p. 386.

<그림 10>

중동+서구

- Harper's Bazaar,

2007. 5, p. 262.

시아권과 서구,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과 서구, 러

시아나 동유럽, 서유럽의 민속풍과 서구의 하이브리

드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아시아권과 서구의 혼합이 32건(24.6%),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과 서구의 혼합이 23건(17.7%), 러시

아나 동유럽, 서유럽의 민속풍과 서구의 혼합이 11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과 서구의 하이브리드의 경우 한국적인

이미지와 서구의 하이브리드가 24건(18.5%)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잡지의 특성상 한복

의 아름다움을 테마로 다양한 연출과 이미지를 나타

낸 경우가 많았고 또한 일본이나 인도, 티베트, 몽골

등 오리엔탈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지속적인 패션컬

렉션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빈도를 나

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의 경우 <그림 1>16)이나 <그림

2>17)와 같이 치마, 저고리, 당의, 활옷, 적의, 포, 속

치마, 적삼 등 다양한 의복아이템을 서양복의 드레스

나 팬츠, 재킷, 코르셋 등의 아이템과 서로 혼합하여

스타일링 함으로써 이색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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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동+서구

- Vogue, 2008. 2,

p. 262.

<그림 12>

남미+서구

- Vogue, 2008. 6,

p. 268.

<그림 13>

러시아+서구

- Harper's Bazaar,

2005. 11, p. 186.

<그림 14>

러시아+서구

- Vogue, 2005. 11,

p. 226.

<그림 15>

유럽 민속풍+서구

- Vogue, 2005. 11,

p. 242.

두리, 노리개, 떨잠과 같은 화려한 장신구들 또한 본

래 용도의 전통 장신구가 아닌 이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패션소품으로 활용되었다. 또 한국

전통의상에 사용되던 소재나 문양 대신 면소재의 스

트라이프나 체크문양 등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경

향을 반영하였다<그림 3>.18) 일본풍의 이미지를 이용

한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나 오

비벨트, 오리가미, 가부키 화장의 양식을 차용하였으

며<그림 4>19), <그림 5>20), 인도풍의 이미지를 이용

한 하이브리드의 경우 인도 사리의 변형된 연출이나

터번, 화려한 장신구를 서양복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하였다<그림 6>21). 이외에도 서양복의 아이템에 <그

림 7>22)과 같이 붓이나 부채, 동양적인 이미지를 나

타내는 소품들을 함께 연출하여 동양과 서양의 하이

브리드 패션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과 서구의 하이브리드 경

우 아프리카 8건 (6.1%), 중동 8건(6.1%), 남미지역

7건(5.5%) 모두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아프리카

의 경우 <그림 8>23)과 같이 동, 식물문양과 화려한

원색의 장신구들로 연출하거나, <그림 9>24)와 같이

원시가면을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슬람권인 중동 지역의 경우 카프탄과 같

은 전통 의상과 함께 다양한 두식의 연출로 이미지

를 강조하였는데, <그림 10>25)과 같이 터번장식과 이

국적인 배경으로 연출하거나, <그림 11>26)과 같이 스

웨터를 터번과 같이 머리 장식으로 연출시켜 독특한

스타일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남미권의 경우 남미

인디오들의 이색적인 배경이나 남미권의 판초, 전통

직조에 의한 기하학적 문양, 인디오들의 머리장식,

원석을 이용한 장신구 등을 서양복식의 아이템과 함

께 연출시켜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12>27).

또한 21세기에 들어와 가속화된 다문화주의에 의

해 현대패션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과

같은 제 3세계의 복식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속의상

을 포함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민족과 문

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융합함으로써 폭 넓은 하

이브리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패션컬렉션

에 러시아나 동유럽, 서유럽의 민속의상이나 문화를

차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패션잡지의 연출에 있어서도 러시아나 유럽의 민속

의상 등을 테마로 스타일링이 전개되어 나타났다.

<그림 13>28)과 같이 러시아풍의 이미지를 강조시키

는 코사크 캡과 이브닝드레스의 조합, 또는 <그림

14>29)와 같이 러시아 전통 목각인형인 마트로슈카와

같은 이미지 연출, <그림 15>30)와 같이 루마니아 풍

블라우스와 풍성한 스커트의 연출 등으로 러시아나

유럽민속풍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냈다.

3개국 이상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끼리의 혼합에 서

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와 아프리카, 중동,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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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아시아+아프리카,

중동+서구

- Harper's Bazaar,

2009. 2, p. 216.

<그림 17>

아시아+아프리카

+서구

- Vogue, 2009. 7,

p. 274.

<그림 18>

아프리카+중동,

남미+서구

- Vogue, 2005. 3,

p. 354.

<그림 19>

아프리카+중동,

남미+서구

- Vogue, 2008. 10,

p. 494.

<그림 20>

아시아+아시아

+서구

- Vogue, 2008. 1,

p. 230.

<그림 21>

아시아+아시아+서구

- Vogue, 2009. 7,

p. 275.

<그림 22>

아시아+아시아+서구

- Vogue, 2009. 1,

p. 182.

<그림 23>

아시아+아프리카

+중동+서구

- Vogue, 2009. 4, p. 385.

<그림 24>

아프리카+남미+러시아+서구

- Vogue, 2007. 12,

p. 350.

미지역끼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

우,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 그리고 서

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를 혼합하여 무국적의 하이브리드 경향

을 나타낸 경우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 그리고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20건(15.4%)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끼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19건(14.6%),

모든 지역을 혼성한 경우가 13건(10%), 아시아권끼

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12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31)은 중국풍의 자수를 연상시키는 재킷

과 숏 팬츠, 일본 기모노의 오비 차용, 호피문양의

터번, 나무를 깎아 만든 동물형상의 목걸이, 원색 구

슬장식의 슈즈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서구의

모든 문화와 아이템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경향을 연

출한 것이고, <그림 17>32) 역시 티베트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머리장식과 함께 아프리카 여인

들의 목장식을 연상시키는 높은 골드 목걸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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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형 빈도(%) 특성

2개국

혼성

아시아권

+서구

한국 24(18.5)

32

(24.6)

66

(50.8)

-다양한 한복의 아이템, 장신구, 헤어스타일을 서양복의

아이템, 패션소품 및 헤어장식과 함께 연출, 서양복의 원

단을 한복의 소재로 활용, 서양모델에 의한 한복 연출

-기모노나 오비벨트, 일본 전통의 오리가미형식, 가부키

화장 등을 서양복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인도사리나 터번 장식, 화려한 장신구 등을 서양복식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부채, 붓, 장신구 등 동양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품

및 티베트, 몽골풍의 의상, 장신구 등을 서양복식의 아이

템과 함께 연출

일본 3(2.3)

중국 0(0)

인도 2(1.5)

기타 3(2.3)

아프리카,

중동, 남미

+서구

아프

리카
8(6.1)

23

(17.7)

-다양한 동, 식물문양, 아프리카 전통의상과 장신구 등

을 서양복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할렘팬츠, 카프탄과 같은 이슬람권 전통의상 및 다양

한 형태의 두식 등을 서양복식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남미권의 판초, 전통직조에 의한 기하학적 문양, 인디

오들의 머리장식, 원석을 이용한 장신구 등을 서양복

식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중동 8(6.1)

남미 7(5.5)

러시아,

유럽민속풍

+서구

러시아 9(7.0)
11

(8.5)

-코사크 캡, 러시아 전통 민속의상 및 장신구를 활용

-동유럽이나 서유럽의 민속의상의 이미지를 활용
유럽

민속풍
2(1.5)

3개국

이상

혼성

아시아권+아시아권

+서구
12(9.2)

64

(49.2)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티베트, 몽고풍의 전통의상이나

장신구 등의 혼합에 서양복식의 아이템과 함께 연출

아프리카+중동,

남미+서구
19(14.6)

-아프리카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중동이나 남미권의

전통의상이나 장신구 등을 서양복의 아이템과 함께

혼합하여 연출

아시아+아프리카,

중동, 남미+서구
20(15.4)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권의 이미지에 서양복

의 아이템을 혼합하여 연출

아시아+아프리카,

중동, 남미+러시아,

유럽 민속풍+서구

13(10.0)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와 복식의 아이템, 장신구

등을 모두 혼합하여 다국적 이미지 연출

<표 1>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스러운 시폰 블라우스, 튜브톱 원피스와 함께 연출되

어 다국적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그림 18>33)은 터번장식, 원색의 컬러조합, 다

양한 원석을 이용한 여러 겹의 목걸이, 중동지역의

장식을 연상시키는 비즈장식의 스커트, 아프리카 여

인과 같은 피부색의 메이크업 등으로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끼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19>34) 역시

아프리카 풍의 화려한 비즈 장식 톱과 풍성한 할렘

팬츠는 모피로 장식된 볼레로 스타일의 가죽재킷과

함께 연출되어 복합적인 문화의 하이브리드를 연출

하였다.

아시아권끼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는 <그림 20>35)과 같이 한복의 아이템인 두 겹

의 다리속곳과 고무신, 털토시는 몽골풍의 양털코트,

자주 빛 베이비 돌 드레스와 함께 연출되어 독특한

코디네이션의 연출로 한국적이라기보다 다국적 하이

브리드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림 21>36) 역시 기모

노 소재의 시폰 드레스는 티베트 소수민족의 전통 직

조에 의한 장식을 머리장식으로 연출하여 일본, 티베

트, 서구의 문화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림 22>37)

는 삼회장저고리와 세조대로 허리벨트를 연출한 한복

치마, 몽골풍의 램 베스트, 암 워머, 레그 워머, 일본

가부키풍의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어 각 민족 고유의

문화와 복식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허물게 한다.

<그림 23>38)은 중동풍의 튜닉과 할렘 팬츠, 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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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연출에 사용된 아이템

한국
치마, 저고리, 속옷류, 원삼, 활옷, 당의, 적의 등 예복, 남성 한복, 도포류 등 남·여성용 한복의 다양

한 아이템, 버선, 고무신, 노리개, 머리장식품, 헤어스타일, 한국전통가옥의 배경이미지 등

일본 기모노, 오비, 전통 문양이나 오리가미 형식, 가부키 메이크업, 게다 등

중국
치파오, 차이나 칼라·매듭 여밈·사선 트임 장식과 같이 치파오의 구성요소 중 부분 차용된 의상, 자

수 장식, 중국 전통 경극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과 장신구 등

인도
사리의 변형, 터번, 화려한 장신구, 신발, 인도사원이나 인도전통 의상을 착용한 여인들의 배경이미

지 등

아프리카
원시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동·식물 문양, 화려한 원색의 구슬, 술 장식의 장신구, 검게 그을린 듯

한 메이크업,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주술적장신구 등

중동
할렘팬츠, 카프탄과 같은 전통의상 및 터번, 베일과 같은 두식, 아라베스크 문양과 같은 전통 문양

장식, 중동 사막지역의 배경이미지 등

남미
판초, 인디오들의 깃털장식, 술 장식, 전통 직조에 의한 기하학적 문양, 남미 원주민들의 전통 장신

구, 페루원주민촌이나 남미 축제의 배경이미지 등

러시아 코사크 캡, 전통문양, 전통 목각인형인 마트로슈카, 설원의 배경이미지 등

유럽민속풍
기퓌르 레이스와 같은 전통 레이스 류, 동유럽이나 서유럽 각 지역의 민속의상,

목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유럽전원풍 배경이미지 등

기타
몽골, 티베트의 민속의상 및 장신구, 몽골, 티베트 등 소수민족들의 배경이미지,

붓, 도자기, 부채, 자수 놓인 침장 류 등 동양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품 등

<표 2>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이미지를 위해 사용된 각 민족별 아이템

일본 기모노의 오비에서 차용한 벨트, 아프리카풍의

화려한 목걸이와 구슬, 술 장식의 슈즈, 여러 겹의

뱅글 등으로 연출된 것이고, <그림 24>39) 역시 러시

아풍의 모자, 몽골풍의 모피코트, 남미풍의 프린지

장식 팬츠, 여러 겹의 화려한 팔찌와 목걸이 등으로

연출되어 시대와 장르, 국적, 문화, 소재, 스타일 등

모든 것들의 혼성되고 서로 융합된 하이브리드 경향

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이미지 연출을 위해 각 민족

별로 사용된 아이템을 <표 2>에 정리하였다.

2.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연출 경향

현대사회가 문화의 지역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문

화를 하나의 글로벌 혼합체로 만들어 나가는 다문화

적인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현대패션 역시 한 지역

의 문화나 복식의 형태에 있어 기존의 관습에서 벗

어나 타문화의 새로운 문화들과 결합하는 하이브리

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국내 패션잡지 역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냈다.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

소의 하이브리드를 분석한 결과 그 연출 경향은 각

민족의 민속의상과 장식의 차용,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타일링과 토털코디네이션에 의한 다국적 하이브리

드 이미지 표현, 모델출신 및 배경이미지에 의한 다

국적 이미지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각 민족의 전통 민속의상이나 장식의 차용에 있어

과거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

나 복식의 아이템들은 이제 패션의 비주류가 아닌

동등한 수평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문화 간 교류

가 급속해 짐에 따라 쉽게 접촉하지 못했던 지역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국 취향패션에 영감을 주는 지역과 민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풍으로 대변되던

아시아의 복식문화를 반영한 동양풍의 이국취향 패

션들은 몽골, 티베트, 동남아시아 등 보다 다양한 국

가나 민족의 전통복식의 문화요소들을 반영하였고,

특히 보다 확대된 다문화적인 관점에 의해 유럽의

민속의상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하이브리드의

경향을 나타냈다. 즉 각각의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

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고정관념을 탈피



服飾 第61卷 8號

- 54 -

하여 타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복식 아

이템, 컬러, 소재, 패턴, 장신구들과 함께 서로 믹스

되어 현대패션에 보다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연출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타일링과 토털코디네이션

에 의한 다국적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으로 현대패

션에 요구하는 보다 개성 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

출하였다. 잡지의 화보촬영의 경우 직접적인 의상제

작이 요구되는 패션컬렉션이 아닌 기존의 패션컬렉

션을 통해 제공된 복식의 아이템과 부수적인 패션소

품들을 이용해 각각의 화보 주제에 맞는 스타일링을

연출하게 되므로 보다 다양한 아이템들로 개성적인

감각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민족의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복식의

아이템이나 장신구, 메이크업 등은 단 한가지의 아이

템만으로도 그 민족 고유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

게 된다. 따라서 의상과 장신구를 포함하여 헤어스타

일, 메이크업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

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형성하는 토털코디

네이션의 개념은 민족적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연출

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타일링의 경

우 지역이나 계절, 성별, 문화, 복식의 형태나 착용방

법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하이브리드의 경

향을 표현하였다. 그 예로 한복의 경우 전통 속옷들

을 겉옷화하여 다른 민족의 복식아이템들과 믹스하

여 연출하거나 우아한 한복치마를 말아 올리거나 레

이어드 시켜 형태를 변형시키고, 서양복의 코르셋,

데님 팬츠, 재킷, 드레스와 같은 아이템과 함께 연출

시켰으며, 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동물문양의 스카프

나 서구복식의 스웨터 같은 아이템은 중동권의 터번

으로 전환되었고, 우아한 이브닝드레스는 러시아 코

사크 캡이나 동양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붓이나 부채

등과 함께 연출되어 해체적이고 탈 민족적인 하이브

리드 경향을 연출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인

도 등 아시아권끼리의 혼합에 다시 서구의 아이템을

혼합하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서구 등 3

개국 이상 온갖 민족의 복식 아이템을 혼성시켜 연

출한 경우 패션의 스타일을 정의하기조차 어렵게 한

다. 이러한 스타일링은 민족의 개념이나 지역의 경계

를 초월한 다국적인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냄과 동

시에 독특한 개성추구로 타인과 구별되고자하는 현

대인들의 미적취향에 보다 강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유행에 민감한 패션추종자들의 역할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의 패션창조로 각 민족의

성공적인 문화하이브리드를 이끌 수 있겠다.

그리고 패션 잡지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지면을 통

해 나타나는 패션모델이나 배경의 이미지는 순간적

으로 지나가는 영상매체들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강한 이미지로 남게 된다. 모델의 경우 과거 이상적

미의 기준이 서구 백인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타민족

과 문화에 대한 수평적 상호이해의 관점을 나타내는

다문화주의적인 경향에 힘입어 패션컬렉션이나 잡지

와 같은 대중매체, 광고 등에 유색인이나 비서구 출

신의 모델들을 기용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 이외의 아프리카나 중

동, 남미, 유럽 민속풍의 이미지들의 혼성 연출에 있

어 동양모델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아시아권과 서구

의 하이브리드 패션연출에 서양모델을 이용하여 다

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게 하였다. 또 동양의 이국적

인 풍경이나 현대문명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오지

소수민족들의 모습이나 풍경, 소수민족들의 축제장면,

사막이나 아프리카 원시자연의 이미지 등을 배경으

로 한 패션화보의 촬영은 패션화보의 주제를 시각적

으로 인식시킴과 동시에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패션 잡지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

의 하이브리드 경향에 관한 것으로 현대패션의 큰

화두 중의 하나인 다국적 이미지의 하이브리드 경향

이 국내패션 잡지의 스타일링에서도 중요한 현상임

을 밝히고,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다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패션디자인 전개와 연

출로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미지의 패션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패션 잡지 중

Vogue Korea와 Harper's Bazaar Korea의 패션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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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의 자료 중 총 130건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패션모델의 경우 서양모델이 22건(16.9%),

자국인 동양 모델이 108건(83%)으로 동양인 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현저히 높

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배경이미지의 경우 배경 없이

패션모델과 의상연출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100건

(76.9%), 이국적인 실제 배경이미지와 함께 연출된

경우가 30건(23.1%)으로 다양한 민족의 의상과 패션

소품만으로 하이브리드의 경향을 나타낸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간의 하이브리드는 2개

국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우 66건(50.8%), 3개국 이

상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우 64건(49.2%)으로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2개국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우 한

국,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과 서구

의 혼합이 32건(24.6%),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과

서구의 혼합이 23건(17.7%), 러시아나 동유럽, 서유

럽의 민속풍과 서구의 혼합이 11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3개국 이상의 이미지를 혼합한 경우는 아

시아권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 그리고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20건(15.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미지역끼리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19건(14.6%), 모

든 지역을 혼성한 경우가 13건(10%), 아시아권끼리

의 혼합에 서양복의 아이템을 혼합한 경우가 12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내 패션잡지에 나타난 민족

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연출 경향은 첫째, 다양한 민

족의 민속의상과 장식의 차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서구의 관점에서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

민족의 문화나 복식의 아이템들은 패션의 비주류문

화로서가 아닌 동등한 수평적 관점과 확대된 다문화

적 시각을 통해 각 민족의 복식 아이템, 컬러, 소재,

패턴, 장신구들이 서로 믹스되어 현대패션에 보다 자

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나타냈다.

둘째,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타일링과 토털코디네이션

에 의한 다국적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이다. 지역이

나 계절, 성별, 문화, 복식의 형태나 착용방법 등 기

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타일링은 민족의 개념이

나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다국적인 하이브리드 경향

을 나타냄과 동시에 독특한 개성추구로 타인과 구별

되고자하는 현대인들의 미적취향을 반영하였다. 특히

각 민족의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복식의 아이템

이나 장신구, 메이크업 등은 단 한가지의 아이템만으

로도 그 민족 고유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게 되

므로 의상과 장신구를 포함하여 헤어스타일, 메이크

업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

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형성하는 토털코디네이션의

개념은 민족적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모델출신 및 배경이미지

에 의한 다국적 이미지의 강조이다.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수평적 상호이해의 관점을 나타내는 다문화주

의적인 경향에 힘입어 서구 백인모델뿐만 아니라 유

색인이나 비서구 출신의 모델들을 기용함으로써 이

질적이면서도 다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 동

양의 이국적인 풍경이나 현대문명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오지 소수민족들의 모습이나 풍경, 소수민족들

의 축제장면, 사막이나 아프리카 원시자연의 이미지

등을 배경으로 한 패션화보의 촬영은 패션화보의 주

제를 시각적으로 인식시킴과 동시에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

리드 패션은 현대패션에서 디자인을 특징짓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독창적인

패션의 이미지 전개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패션잡지를 통해 표현되는 이러한 경향은 패션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현대패션의 한 흐름을

인지시키고 패션을 통해 다른 민족의 문화를 보다 긍

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시키는 인간 존중사고의 문화

하이브리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패

션 잡지라는 지면에 국한된 분석으로 시각적 자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

는 국내 잡지뿐만 아니라 국외 잡지를 포함하여 패션

이미지 연출에 사용된 테크닉이나 작품의 소재, 배경

소품 등을 포함한 다각도에서의 분석을 통해 독창적

인 패션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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