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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data that designers can utilize substantially, by developing 
creative materials in knit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relevant to expression characteristics on the 
mixture in high․low class culture, which were shown in knit fashion of contemporary women, as 
one of methods of pursuing a plan for being able to be appeared creative and unique knit wear. 
As for a method of this research, studied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n the mixture in high․low 
class culture by preceding researches. And women's knit fashion was selected that is seen to be 3
∼18 gauge among the world's 4 collections from 2000∼2008. The analysis was made with the 
analytical frame in mixture pattern, and the analytical frame in design element, and i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ixture of kidult element and high fashion was shown with 
characteristic of expressing humor and fun with graffiti, expression like character and cartoon, 
and fairy-tale fantasy through the exaggerated trifling article. The mixture of grungy element 
and high fashion was shown with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 in the mixture of heterogenous 
pattern, and in tear, slit without the end treatment due to fraying the end strand in the knit 
fashion with basic stitch, patch work, fringing and tone-down gray, use of khaki and blue color, 
and match in opposite color. The mixture of underwear and high fashion was shown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 with the emphasis on underwear line like volume up, or with the 
mixture of details such as pants in diverse lengths, mini skirt, underwear lace, and ribbon. 

Key words: high․low class culture(상․하위문화), knit fashion(니트패션), mixture  phenomena 
(혼합현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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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수많은 네트워크로 다문화,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른 문화 공유와 서로 다른 분야가 만

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혼합’의 흐름 속

에 놓여 있다.1) 삶의 모든 요소를 절충 보완하여 동

양과 서양, 인종별, 계층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남

성과 여성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과 상극의 논리

를 뛰어넘어 제 3의 문화를 형성하는 다문화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혼합

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현대 패션분야에서도 자유

로운 표현에 관심을 갖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

며 개성적인 소재 및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의 소재

에 대한 관심을 재해석하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 디자인이 창출되

고 있다. 혼합 현상은 새로운 디자인 표현방식의 하

나로서 과거의 장식적 요소를 이용하여 고전적 의미

를 재해석하며, 여러 민족, 지역 고유의 이국적인 문

양이나 남·여 성의 개념과 전통적인 상위의 개념 및

반대의 개념 등이 혼합되어 이를 인용, 재사용, 은유,

모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현상은 각기 상이하고 이질적인 현상들이 통합

되는 식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고 함께 뒤섞여 새

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니트는 우수한 신축성과 편안함의 기능성을 넘어

다양한 편조직, 실루엣, 원사, 염색, 후가공 등의 방

법에 따라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2) 니트 패션

은 코디네이트 요소가 강하여 직물, 가죽, 털 등과

같은 타 소재와의 혼합, 그리고 니트 위에 더해지는

여러 장식 및 트리밍의 혼합으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한 특성을 지녔으며, 상호 보

완적이고 다각적인 혼합으로 독창적이고 강렬한 인

상을 주는 표현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3) 니트는 점

차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 개성화, 국제화 되고 있

는 패션방향에 선진국형 사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니트 산업은 대량 생산

체제를 지향하면서 양적인 성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

가 국내 니트 업체들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류업체의 완제품 수입증가로 연결되고 있

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니트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산업으

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니트

웨어가 나올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들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니트의 역사, 특정한 기법이나 특정작가의

이미지와 문양 등을 이용한 작품제작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작품제작은 핸드니트나 기계니트로 제

작되었다. 또한 니트의 표현 기법 및 양식과 디자인

변천에 관한 연구와 니트의 복합적 기법에 대한 연

구는 핸드 니트의 코바늘과 대바늘뜨기 기법 등의

연구가 있으나, 니트에 있어 혼합현상의 창의적인 디

자인에 관련된 이론적,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니트

패션의 디자인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최근의

문화전반에 걸친 혼합현상 중에서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합 현상의 표현 특성을 조

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니

트 패션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의류

학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니트 패션의 상․하위

혼합현상에 대한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외 니트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패션관련 문헌, 논문,

학술지, 복식자료를 통하여 혼합현상에 의한 니트웨

어 표현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증적 자료 수집

을 위하여 1차 과정에서 패션전문 인터넷사이트 ‘퍼

스트뷰(http://www.firstview.com)’에서 2000년∼2008

년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인 London, New York,

Paris, Milan의 전체 디자이너 컬렉션의 여성 니트

패션의 횡편 니트의 3∼12게이지의 사진 자료를 수

집하였다. 퍼스트뷰는 특히 프레타포르테의 컬렉션

자료를 최대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선정이 용이하며,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혼합현상의 표현 특성과 니트 패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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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로 원사, 조직, 게이지, 실루엣,

색상 및 아이템을 분석의 척도로 사용하여 연도별,

시즌별로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

합의 빈도수와 표현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혼합의 개념
혼합(混合)의 사전적 의미는 뒤섞여서 한데 합함,

‘화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인 결합

을 하지 아니하고 섞이는 일의 뜻이다. 비슷한 말로

복합(複合)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합쳐짐 또는 그

렇게 합침이라는 뜻이며, 통합(統合)은 모두 합쳐 하

나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합(結合)은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로 된다

는 뜻이고 비슷한 말로 융합은 여럿이 녹아서 하나

로 합침이라는 뜻이다.4)

혼합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혼합은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이종교배’, ‘멀티 컬쳐’, ‘퓨전’과 유사하

나 더 포괄적이며 광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혼합 현상은 명칭은 달리하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른 문화, 다른 사회 계층, 다른 성, 다른 시대, 다른

양식 등의 요소의 첨가나 도입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건축에서 혼합의 개념은 근대의 단순, 추상적이고 순

수성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되며, 구체적 개념으

로 어떤 사조나 양식을 표현한다기보다 건축의 복합

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자체의 복합성, 즉 구조나 기능, 기술, 미

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사적으로도 16세기 후반의 매

너리즘(Mannerism) 및 18∼19세기의 절충주의(Eclec-

ticism)와 20세기 초의 과도기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

괄적이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5)

복식에 있어서도 몸과 옷 혹은 패션의 혼합은 20

세기에 새롭게 부상된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시대에 로마와 그리스의 복식에서, 동양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복식에서 볼 수 있는데, 몸에 피트되는

의복이 아닌 소재의 드레이퍼리 성질이나 구성 자체

에 중점을 두어 신체에 걸쳐질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식과 인체의 혼합이 시도되어 왔다.

혼합에 대한 비슷한 용어로 퓨전(Fusion), 하이브

리드(Hybrid), 크로스오버(Crossover)가 있으며, 포괄

적인 의미로는 모두 퓨전을 사용하는데 크로스오버

는 협의의 의미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표현할 때 사

용된다. 크로스오버는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 했다. 광의의 의미로는 크로스오버도 퓨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혼합현상 관련 선행연구
혼합 현상의 경향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왔다. 모더니즘 이후로 새롭게 의존할 만한

규범이 확립될 조짐이 불투명하다는 불확실성의 시

대라 일컬어지지는 현대사회의 양상에 걸맞는 상황

일 것이며 예술과 건축 및 복식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전반적 상황이기도 하다.6)

복식사 분야에서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는 혼합의

또 다른 표현 언어로 ‘하이브리드’, ‘퓨전스타일, 퓨전

현상’, ‘크로스오버’ 등으로 표현되어 연구되었다. ‘퓨

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이유미, 김소라, 박수현이

있으며, 이유미7)는 21세기 전후의 퓨전 현상을 동·서

양의 조화, 남성·여성의 조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 과거와 미래의 조화로 나누어 패션 트랜드의

사례로 퓨전현상을 제시하였다. 김소라8)는 공간적

퓨전, 시간적 퓨전, 성의 퓨전, 룩(look)의 퓨전으로

분류하고, 서울 컬렉션의 디자이너 쇼에 나온 작품을

분석하였다. 박수현9)은 시간의 퓨전, 공간의 퓨전,

성의 퓨전, 장르의 퓨전,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퓨

전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였다.

‘퓨전현상'의 분류기준으로 오승혜10)는 시간적·공간

적 퓨전, 성의 퓨전, 소재의 퓨전으로 한정지어 분류

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의 복식을 중심으로 한 사례

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최수아11)는 시간 공간·상

황으로 시대의 퓨전, 국가 간 문화의 퓨전, T.P.O의

퓨전과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의 퓨전, 성의 퓨전, 장

르의 퓨전으로는 소재 및 스타일, 현실과 가상, 자연

과 인공으로 다시 세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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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크로스오버’를 기준으로 분류한 김혜영12)은 대중

성과 확장성으로 크게 분류하고 대중성에서 하이패

션과 매스패션, 패션과 예술로 분류하고 확장성에서

디자이너 중심과 디자인 장르별로 구분하여 패션디

자인과 타 디자인 장르의 크로스 오버 현상으로 분

석하였다.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로는 김경란,

최호정, 김경인과 백정현의 연구가 있으며 김경란13)

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의 양상으로 하이브리드를 분류

하고,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의 혼합 현상을 사례를 중

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최호정14)의 연구에서는 문

화 하이브리드 현상을 글로벌 하이브리드와 구조적

하이브리드 분석의 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복식 문화를 양적, 질적으

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김경인15)은 시·공간, 문화, 성,

스타일, 이질적 요소 및 소재로 분류하였고, 현대 헤

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사례를 디자인 요

소와 하이브리드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백정현16)은

현대 문화, 예술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의 특성과

유형을 탈경계성, 기술지향성, 감성지향성, 시ㆍ공간

혼재성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3. 복식에 나타난 상․하위 혼합현상
복식에 나타난 혼합 현상은 과거에 이미 다른 문

화 다른 사회 계층, 다른 성, 다른 시대, 다른 양식

등의 요소의 첨가나 도입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20세기 후반에 문화전반은 과거와 같이 시대적 양식

을 발굴하기보다는 세기말에서 오는 혼돈과 불안함,

전쟁이나 자연의 훼손에서 나타나는 회의적인 경향

으로 혼합화 현상이 더욱 고조되었다. 복식에서는 이

러한 양식의 부재 속에 과거의 양식이나 요소와 상

위·하위와 남·여성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나들며 다양

한 소재와 스타일이 혼합되고 편리함과 실용성의 추

구 및 과학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의 혼합으로 기능

적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디자인하는 양상을 띠었다.

전통적인 미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이 연

출되었는데 상․하위의 개념에서도 전통적인 개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합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상류패션의 특징은 고급스런 소재, 무늬,

색상으로 이루어졌고, 하류패션은 조잡한 디테일과

값싼 소재의 디자인 등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인 대

립관계였다. 이러한 상류층의 의상과 대중들의 의상

의 경계가 확실했던 대립관계는 1960년대의 영 패션

이 등장하면서 그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1970년

대 사람들은 편안한 실루엣을 지향하고 스포츠와 레

저 웨어(Leisure wear) 생산자들은 실제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패셔너블한 어패럴을 강조한 엑

서사이즈 웨어(excercise wear)의 공급을 늘렸다.17)

1980년대의 일상복과 외출복, 운동복의 구분이 없어

지고, 속옷이 겉옷화된 디자인적 요소가 나타나면서

공적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가 와해되고, 상위개

념의 모호한 정체성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혼합이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여성

들은 많은 노출을 통해 페미니즘(feminism)적 표현

을 하기에 이르렀고 시스루(see-through)나 미니멀

(minimal)적 표현방법을 통해 인체를 노출하거나 란

제리룩을 통해서 여성의 성을 에로틱하게 표현했

다.18)

또한 낡아서 해진 듯한 느낌, 빈티지적인 소재의

활용, 어울리지 않는 무늬들의 패치워크와 만화 영화

나 캐릭터,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유희적

스타일의 하위개념이 하이패션에 활용되었다. D&G

는 어린이들의 장난감 인형들로 제작된 목걸이에 그

래피티 프린트의 팬츠 디자인과 유혹적인 여성입술

모양을 크게 프린트한 프릴달린 블라우스를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내었다19)<그림 1>20). 또한 하

위개념인 운동복이 평상시에도 널리 입혀지는 대중

화 현상으로 평상복, 외출복으로 입혀졌고 스포츠웨

어에서만 사용되었던 장식적 요소들은 캐주얼웨어에

적용되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평상복으로 입혀졌다.

이러한 스포츠 룩(sportive look)을 시작으로 스포츠

웨어와 레저웨어가 혼합되고 케쥬얼과도 혼합되어

레저, 스포츠, 캐주얼의 개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캐주얼웨어의 고급화의 지향은 정장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졌다.21) 그리고 하위개념인 작업복과 특수복의

디테일을 도입, 지퍼나 끈으로 바지나 소매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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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G,

Milano,

2003 F/W

www.samsungdesign.net

<그림 2> Vivienne

Westwood,

London, 2003 F/W

www.samsungdesign.net

<그림 3> D&G,

Milano,

2003 F/W

www.samsungdesign.net

폭을 조정하는 디자인 등의 실용적인 요소를 외출복

에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다.22) Vivienne Westwood

는 비행용 작업복과 같은 이미지의 여성복을 발표하

였고<그림 2>, D&G는 여성스러운 재킷에 기능성 벨

트장식을 부착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핑크색과

조화시켜 발표하였다<그림 3>.

4. 니트 패션과 디자인 요소
현대 니트 패션은 20세기에 들어서 눈부신 과학기

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편직기계의 발달과 니트

소재의 다양한 개발로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들의 컬렉션에 새로운 니트 스타일을 선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

는 방법인 디자인의 요소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와

같이 형태, 색채, 소재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23) 즉, 요소들의 통합에 의해 완전한 디자인이

성립되며, 각 요소의 변화는 전체 디자인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Horn & Gruel은 의복 디자인 요소들의

다양함은 전체 디자인의 전반적인 효과에 도움을 준

다고 하였다.24) 의복의 형태는 실루엣으로 실루엣 안

에 있는 디테일들의 복합체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요소라고 하였다. 소재는 시각적 형태, 촉감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색채는 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복

잡하며 동시에 가장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며, 이것은 색채의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3차원

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복 디자인에

서 이런 디자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통합되

어 디자인이 된다.

니트 패션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원단을 선택하여

디자인하는 일반 직물류 패션 디자인과는 다르게 원

사를 선택하고 편직 종류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편성되는 과정의 단계마다 조직, 컬러, 장식 및 트리

밍기법 등의 여러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디자인에 변

화를 주는 폭이 매우 넓다. 니트 패션 소재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원사, 조직, 장식 및 트리밍 기

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의

구성 요소인 원사에 있어 실의 종류, 특성과 조직의

종류 및 색상과 조직의 크기, 위치, 다양한 조직의

종류, 자카드 조직이나 인타샤 조직과 같이 패턴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변화를 줄 수 있고, 편직물의 특

성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트 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실

루엣, 원사, 조직, 게이지, 색채, 아이템의 7가지 요소

로 그 표현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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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 성

실루엣

스트레이트: 상하가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직선으로 내려온 스타일.

아워글라스: 모래시계 형태를 의미, 상부와 하부는 풍성하고 허리 부분은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형태.

배럴실루엣: 상부와 하부가 좁고 허리부분이 밖으로 풍성.

역삼각형: 위가 넓고 밑이 좁은 실루엣.

텐트실루엣: 위가 좁고 밑이 넓은 형태.

원 사
일반사: 같은 소재로 꼬임이 있는.실.

장식사: 소재, 색상 등의 변화가 있는 실의 혼합.

조 직

일반조직: 플레인조직, 고무편.

변화조직: 리브편, 양두편, 터크편, 레이스편, 미스편, 케이블편.

자카드: 노말자카드, 버드아이 자카드 외 5가지.

인타샤: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

게이지
Low Gauage(3∼5게이지), Middle Gauage(7∼10게이지),

High Gauage(12∼18게이지).

색채

색

상

유채색: 먼셀의 10색상 :빨강(Red, R), 노랑(Yellow, Y) 녹색(Green, G), 파랑(Blue, B), 보라

(Purple, P), 주황(Yellowred, YR), 연두(Greenyellow, GY), 청록(Bluegreen, BG), 남색

(Purpleblue, PB), 자주(Redpurple, RP).

무채색: W(Whitre), ltGy(light Gray), Gy(Gray), dkGy(dark Gray),

Bk(Black).

톤

연한 색조(lt-light), 부드러운 색조(sf-soft), 둔한 색조(d-dull), 어두운 색조(dk-dark), 강한 색조

(s-strong), 선명한 색조(v-vivid)와 회색조(g-grayish)로 분류. 명도와 채도가 높은 부분은 밝은

색조(b-brilliant)로, 낮은 부분은 짙은 색조(dp-deep)로 분류. 그 외에 명도와 채도의 상태를 연한

색조(p-pale), 연한 회색조(ltg-light grayish), 어두운 회색조(dkg-dark grayish)로 하여 12가지로

분류.

아이템
Top. Vest, Pullover, Cardigan Set, Jacket, Half, Long Coat, One Piece,

Two Piece, Skirt, Pants, Swimsuit.

<표 1> 디자인 요소 및 기법, 아이템 별 분석의 틀

Ⅲ.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표현특성

1. 디자인 요소별 특성 및 빈도
패션에서의 상류와 하류의 개념은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분법적인 대립관계였으며, 상류패션의 특

징이 고급스런 소재, 고상한 무늬와 색상으로 이루어

진 디자인이라면 하류패션은 조잡한 디테일과 싸구

려 소재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다. 21세기에도 사회

계층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떠한 특정 계급

에게만 해당되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는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다.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1950년대 테디 보이에 이

어 1960년대의 영 패션의 등장으로 그 경계가 무너

지기 시작했다. 테디 문화는 영국의 미숙련된 노동자

계층의 소비 지향적이며 쾌락과 향락들 추구하는 10

대 청소년 들 사이에 발생한 문화로25) 이들의 스타

일은 펑크(punk)그룹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된 펑크 룩을 시초로 스트리트 패션으로 대변되

는 하류층의 문화는 상류층의 문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행이 상향 전파되며 1980년대 말

에서 1990년대 중반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스타일인

그런지(grungy)스타일은 21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스

타일이 혼합되어 그런지 스타일의 상향 전파 현상은

급속도로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 하위문화에서 발생한 스타일이 적극적으로

하이패션에 유입되어 갔다. 또한 빈티지(vintage)소

재의 재활용, ‘유머’와 ‘익살스러움’의 유희적인 이미

지의 가미,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작업복과 속옷의 소

재와 색감, 패턴, 형태의 믹스 앤 매치(mix &

match) 등으로 현재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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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시즌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S/S

F/

W

14 19 8 34 10 9 16 27 15 20 5 11 25 21 9 16 15 26 117 183

합계 33 42 19 43 35 16 46 25 41 300

<표 2>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합현상 빈도

실루엣 Straight Hourglass Barrel Inverse Triangle Tent 총계

시즌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28 43 87 133 2 0 0 5 0 2 117 183

합계 71 220 2 5 2 300

<표 3>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실루엣 빈도

소재 일반사 장식사 총계

시즌
S/S F/W S/S F/W S/S F/W

91 111 26 72 117 183

합계 202 98 300

<표 4>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소재 종류별 빈도

조직 기본조직 변화조직 자카드 인타시아 총계

시즌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64 75 22 47 5 4 26 57 117 183

합계 139 69 9 83 300

<표 5>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조직별 빈도

패션으로 대변되는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받아 하이패션의 정통성과 정형화를 깨고 의

상들에 ‘파격’과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합현상

의 연도별 출현 빈도는 300개로 F/W에는 183개

(61%), S/S에는 117개(39%)로 나타났다. F/W는

연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S/S는 변화

의 폭이 불규칙하였다. 연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 46개(15.3%)를 나타냈으며,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표 2>.

실루엣은 Hourglass 실루엣이 220개(73.3%), Straight

실루엣이 71개로 전체의(23.7%)로 주를 이루었다<표

3>. 원사는 일반사가 202개(67.3%), 장식사가 98개

(32.7%)로 일반사의 빈도수가 많았으며<표 4>, 조직

에 있어서는 기본조직이 139개(46.3%)로, 변화조직

이 69개(23%), 인타샤 조직이 83개(27.7%), 자카드

조직이 9개(3%)로 나타났다<표 5>. 상·하위문화의

혼합의 특성 중에서 그런지 요소의 혼합의 이질적인

패턴, 색감의 다양한 믹스 앤 매치의 특성을 표현하

기 위하여 인타시아 기법을 활용한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이지는 하이게이지가 151개

(50.3%), 로우게이지, 미들게이지가 각각 75개(25%),

74개(24.7%)로 나타났다<표 6>. 아이템별 특성은

Top이 97개(32.3%), One piece가 60개(20%), Two

piece가 57개(1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색상

에 있어서 S/S는 YR이 26개 (21.3%), Y가 22개

(18%), R이 11개(11.2%)의 순으로 빈도수를 나타냈

고, F/W는 YR이 40개(9%), Y가 36개(18%), Y가

36개(18%), R이 28개(14%)의 순으로 빈도수를 나

타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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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로우게이지 미들게이지 하이게이지 총계

시즌
S/S F/W S/S F/W S/S F/W S/S F/W

16 59 19 55 82 69 117 183

합계 75 74 151 300

<표 6>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게이지별 빈도

아이템 Top Vest Pull Over Cardigan Jacket Half Coat Long Coat

시즌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45 52 4 3 3 30 2 2 4 15 1 4 2 9

합계 97 7 33 4 19 5 11

아이템
One

Piece
Two Piece Skirt Pants Swim suit Shawl 총계

시즌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19 41 33 24 1 1 0 0 3 1 0 1 117 183

합계 60 57 2 0 4 1 300

<표 7>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아이템별 빈도

S/S F/W

색상

색조

<표 8>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색상 및 색조 빈도

2. 상·하위문화 혼합현상의 표현특성
상․하위문화의 혼합 현상은 고급스런 소재, 고상

한 무늬와 색상의 상류패션의 특징의 개념과 하위

개념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면서 디자인 영역이 확대

되어 더욱 창의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키덜트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그런지

요소 작업복의 디테일과 하이패션의 혼합, 속옷과 하

이패션의 혼합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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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키덜트 요소와 하이 패션의 혼합

특성
키덜트 요소는 아동화의 표현과 형태, 소녀풍 스타일, 만화, 케릭터, 그라피티, 패러디, 형태의 왜곡.

패션에서 나타난 ‘유머’, ‘익살스러움’의 유희적인 이미지가 가미되어 다양성과 독특한 개성 부여.

디자인의

혼합요소

-그라피티, 캐릭터와 만화같은 표현, 과장된 소품을 통한 동화적인 환상으로 유머와 즐거움을 표현.

‘의상’이 하나의 놀이의 수단.

-문양 및 디테일: 단순, 추상화된 낙서와 같은 형태의 반복적 표현과 열거. 케릭터 응용.

디자인

사례

Iceberg, Milan,

2000 F/W

Marjan Djodjov Pejoski,

London, 2001 F/W

Jeremy scott, NewYork,

2006 F/W

Fashion East, London,

2008 F/W

Iceberg, Milan,

2000 S/S

Impasse de la defense,

Paris, 2003 F/W

Antoni and Alison,

London, 2004 S/S

Clare Tough, London,

2008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9> 키덜트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현상 특성

1) 키덜트(Kidult)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키덜트(kidult)란 ‘kid’와 ‘adult'의 합성어로 ‘다 큰

애’, ‘덜 자란 어른’을 뜻하는 것으로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

며,26)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현

대사회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있게 살고 싶은 아동적 감성이 성인들의 욕구로

인해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나타나

게 된 소비문화 현상으로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가려

는 유희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키덜트

요소는 아동화의 표현과 형태, 소녀풍 스타일, 만화,

케릭터, 그라피티, 패러디, 형태의 왜곡 등의 특징으

로 나타난다.

패션에서 나타난 키덜트적 요소는 하이패션의 원

숙한 이미지에 키덜트의 ‘유머’, ‘익살스러움’, ‘키치’와

같은 유희적인 이미지가 가미되어 다양한 디자인 및

독특한 개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Iceberg의 2000

F/W의 작품은 크고, 평면적인 동물의 캐릭터를 의

상의 전면에 문양처럼 배치, 비즈로 장식하였고, 몸

에 피트한 여성적인 실루엣의 아웃도어 니트웨어의

이미지와는 약간 부조화되는 듯한 문양의 혼합을 나

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면화된 화면과 단순,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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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캐릭터와 어린아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반복적

표현과 열거는 어른들의 고정되어 버린 시선에 새로

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 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27) Jeremy Scot와 Antoni and

Alison는 만화 캐릭터를 응용하여 인타샤 기법으로

편직하였다. 눈과 얼굴의 형태를 유머스럽게 표현하

여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Iceberg 00 S/S , Impasse de la defense는 아동화에

서 볼 수 있는 장난스럽게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거

침없이 그린 것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고, Clare

Tough는 그라피티 및 만화 케릭터를 응용하여 자수

기법으로 니트 패션에 표현하여 단순한 형태, 추상화

된 여러 가지 기호들로 느슨한 어떤 즐거움을 일으

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Marjan Djodjov Pejoski는 실루엣을 입체 드레이핑

으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동물 형태를 실루엣의 흐름

에 따라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과장된 크기의 소품을

통한 동화적인 환상을 통해 유머와 즐거움을 표현하

고 있다. ‘의상’이 입는 의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서 하나의 놀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즐거움을 주기

도 한다. Fashion East는 미키마우스 케릭터의 장식

과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의외의 디테일을 이용해

유아적 즐거움을 떠오르게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

금 생각하지 못했던 재미를 주고 있다.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인 동화, 만화의 주인공을 페러디한 스타일

은 현실과는 다른 동심의 세계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9>.

2) 그런지(grungy), 작업복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그런지 패션은 하위 패션으로서 낡아서 해진 듯한

느낌의 의상으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에 거리

패션으로 유행했던 스타일이며,28) 다원화된 사회가

심화되면서 여러 문화적 요소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

이는 21세기를 전후로 ‘네오 그런지’로 재탄생하였다.

그런지 패션은 이전의 하위문화 스타일이었던 히피

와 펑크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겹쳐 입은

레이어링, 이질적인 소재와 색감, 패턴, 형태 등의 다

양한 믹스 앤 매치, 미완성된 느낌과 구멍 나고 찢어

진 듯한 표현, 하찮은 것들로 여겨지던 병, 고리, 동

전 등의 재활용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지의 미완성적인 미는 불안한 시대상이 가져다 준

심적, 물질적인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빈곤의 미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불완전한 의상을 통해 반항

정신과 자유로의 지향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네

오 그런지 스타일’에서 이러한 반항 정신은 제거되고

미완성의 미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그런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글레머러스(glamourous)해졌으며

다른 다양한 스타일과 혼합되어 실용적이고 스타일

리쉬한 형태로 나타났다.29)

Dior는 기본적인 구성선을 무시한 찢어짐, 기본조

직의 니트 패션에 끝의 올을 풀어 끝처리가 되지 않

은 듯한, 재활용된 듯한,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고 있

다. 밀도를 높게 한 두꺼운 니트 조직에 투명하고 부

드러운 실켓 가공소재를 혼합하여 투명, 불투명의 질

감대비를 이루며, 여성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You

Young Coveri는 편성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스조

직으로 불규칙하게 응용하여 의도적으로 찢어진 구멍

의 느낌, 완성되지 않은 듯한 미를 나타내며, 개성이

뚜렷한 독특한 표면질감을 느끼게 한다. Jan and

Carlos는 의도적으로 니팅과정에서 부분뜨기(partial

knitting)의 기법으로 구멍을 내고, 불규칙적인 길이

로 술장식을 하여 끝처리가 미완성된 듯한 마무리,

비대칭적인 실루엣 등의 자유스러운 표현 방법을 활

용하였다. Ohya은 니트 조직에서 이질적 패턴을 패치

워크 기법, 술장식 기법을 통해, 인체를 따라 휘감아

실루엣을 형성하며, 색상에서도 그런지의 특징인 톤

다운된 그레이, 카키, 블루컬러 사용하며, 미완성되고,

재활용한 듯한 표현을 하였다. Academy Art Uni-

versity는 자유드로잉과 기하학적 문양의 이질적 패턴

의 혼합과 톤 다운된 색상과 반대색상의 대비, 어깨

의 견장과 같은 장식의 니팅된 러플 등으로 서로 어

울 릴 것 같지 않은 여러 요소를 혼합하여 다채롭고

복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외에 작업복의 디테일 요소로 지퍼, 끈으로 바

지나 소매의 길이와 폭을 조정하는 디자인, 컬러나 소

재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친 감각에서 벗어

나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한 스타일로 나타나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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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런지, 작업복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특성

낡은 느낌의 의상, 여러 아이템의 레이어링, 이질적인 소재와 색감, 패턴, 형태 등의 다양한 믹스

앤 매치, 미완성된 느낌과 찢어진 듯한 표현, 재활용과 같은 특성, 끈으로 바지나 소매의 길이와 폭

을 조정.

디자인의

혼합요소

-문양 및 디테일: 이질적 패턴의 혼합과 찢어짐, 기본조직의 니트 패션에 끝의 올을 풀어 끝처리

가 되지 않은 슬릿, 패치, 술장식 응용, 장식적인 면으로 디테일에서 지퍼장식, 밴딩, 테입, 버클장

식을 활용.

-색상: 톤 다운된 그레이, 카키, 블루 컬러 사용. 반대 색상의 매치.

디자인

사례

Dior,

Paris, 2000 F/W

You Young Coveri,

Milan, 2000 F/W

Jan and Carlos,

Milan, 2002 F/W

Ohya,

Paris, 2003 F/W

Academy Art

University,

New York, 2008 S/S

Ann Demeulemeester,

Paris, 2002 F/W

Yoshiki hishinuma,

New York, 2003 S/S

Simultaneous,

Milan, 2003 S/S

Luella Bartley,

London, 2003 F/W

Y & Kei,

New York, 2003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10> 그런지와 작업복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현상 특성

타일리시한 매칭과 디테일에서 지퍼장식, 밴딩, 테입

과 버클장식을 활용하고 있다. Ann Demeule- meest-

er, Y & Kei는 기능성을 지닌 벤드의 고유한 이미지

를 앞여밈, 어깨끈의 조이거나 늘려서 실루엣의 변형

을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장식적 효과를 주는 요소로 혼합하였다. Yoshiki

Hishinuma는 밀리터리(military)룩과 같은 색상과 기

능적인 테입을 니트 패션에 응용해 작업복과 특수복

에서 쓰이는 기능적이며 거친 감각의 본래의 요소를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 장식적인 요소로 혼합하였으

며, Simultaneous도 피트하고 여성적인 풀오버에 테입

을 응용해 니트의 조직과 질감대비를 주며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Luella Bartley는 작업복의 디테일

중의 하나인 지퍼를 응용하여 지퍼 고유의 기능적인

역할을 떠나 장식적 측면으로 케쥬얼 웨어에 디자인

의 변형을 주는 요소로 응용되었다<표 10>.

그런지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은 니트 패션에서

슬릿, 엮거나 또 어떤 오브제를 부착하는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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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상의 깔끔하게 마무리

된 의상의 개념 대신 끝처리를 하지 않은 듯한, 찢어

지고 구멍난 의상들의 표현기법으로 올풀림, 미스조

직, 술장식과 재활용된 의상들은 미완성의 미를 표현

하고 있다. 또한 직물류의상에서 캐주얼과 정장의 혼

합으로 공용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강한 컬러

크로킹과 스타라이프, 그래픽 효과로 하이패션에 그

대로 적용하여 스포츠 감성을 극대화한 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직물류 의상에서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하여 고

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나

케주얼 재킷의 디자인과 기능을 확대시키며, 카고팬

츠(cargo pants), 점프 슈트(jump suit)와 같은 대표

적 아이템으로 트랜드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위한 스

포츠웨어의 디테일로 발전하는 반면, 니트 패션에서

는 작업복의 디테일 의 혼합이 기능적인 측면보다

장식적인 측면으로 디자인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응용되었고, 아이템에서도 탑, 풀오버의 케쥬얼 의류

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3) 언더웨어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스포츠웨어의 부상과 함께 1980년대에는 일상복,

외출복과 운동복의 구분이 없어지고, 코르셋이나 브

라와 같은 언더웨어의가 겉옷화된 디자인적 요소도

등장했다. 이러한 ‘란제리 룩’의 부상은 공적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경계가 와해되고, 상위 개념의 모호한

정체성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혼합현상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은 많은 노출

을 통해 페미니즘(feminism)적 표현을 하기에 이르

렀고 시스루(see-through)나 미니멀(minimal)한 표

현방법으로 인체를 노출하거나 란제리룩을 통해서

여성의 성을 에로틱하게 표현했다. 속옷을 겉옷 안에

입는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속옷의 겉옷화를 패션으

로 이끌어내어 안과 밖, 정숙과 비 정숙, 노출과 은

폐에 관한 선입관을 무너뜨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언더웨어의 겉옷화 및 하이패션의 혼합은 21

세기에 이르러 더욱 적극화되어 언더웨어가 더 이상

은밀하게 입혀지지 않고 겉옷의 다자인적 요소로 부

분 도입되거나 속옷의 이미지 자체로 패션에 표현되

고 있다.30)

소재에서는 비싼 소재와 값싼 소재를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 원시소재와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하

는 방법으로 기존의 소재 구성방식을 달리하고 새로

운 시각을 제공했다. 속옷과 하이패션의 혼합은 많은

노출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고,

시스루나 미니멀한 표현방법을 통해 인체를 노출하

거나 란제리룩을 통해서 여성의 성을 에로틱하게 표

현, 스커트 안에 입었던 크리놀린을 외부로 노출시킨

드레스로 소재 사용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테일러드

재킷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안감, 솔기를 노출시켰다.

니트웨어에 중에서 횡편 니트는 과거에는 언더웨

어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던 아이템이다. 그러나 혼합

현상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Trend Les Copains은 언

더웨어의 브레지어 형태와 하의의 핫팬츠를 소재에

있어 외의류에서 주로 쓰는 장식사와 두꺼운 조직으

로 니팅하고 하이웨이스트(high waist-line)의 스포티

한 실루엣과 어깨에 장식적인 요소로 겉옷화하였다.

D&G는 피트한 가디건에 아동복처럼 아주 작은 치

수의 브레지어를 노출시키며, 속옷의 장식적 요소로

많이 쓰이는 레이스로 장식을 하여 속옷을 강조하는

형태의 왜곡 등의 특성을 지닌다. bcbg는 니트 풀오

버위에 이너웨어형태의 팬츠를 두꺼운 질감과 니트

의 조직으로 레이어드하여 겉옷화 하였으며, 강한 시

스루의 효과로 속옷의 이미지와 같은 에로티시즘을

추구한 예이다. Kaviar gauche는 로우 게이지의 니트

가디건 위에 브레지어 형태의 지나친 강조와 과장된

세부장식의 드레스를 덧입어 니트와 타소재의 혼합

으로 인한 강한 질감대비 및 코디네이트로 아이러니

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캐

주얼 스타일을 통해 자유롭고 편안함을 강조한 실용

성과 다양한 스타일로 새롭게 패션 일반의 유행 흐

름을 리드하기도 한다. Etro는 풀오버위에 뷔스티에

(bustier) 상의를 덧입고 짧은 플레어스커트가 장식

적이며 귀여운 분위기를 살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언더웨어처럼 단순한 형태나 어린 시절의 순수함

을 다시 느끼고자 하는 순진성과 볼륨업 속옷을 겉



服飾 第61卷 4號

- 50 -

구 분 속옷의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특성
언더웨어는 겉옷안에 입는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림, 기존의 소재 구성 방식을 달리하고 새로운 시

각 제공.

디자인의

혼합요소

볼륨업과 같은 언더웨어의 라인을 강조, 짧은 길이의 오버롤(over roll), 다양한 길이의 팬츠, 미니스

커트 소재 및 디테일: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 비싼 소재와 값싼 소재 등의 질감 대비와 속옷의

레이스, 리본 등의 디테일 혼합

디자인

사례

Trend Les

Copains,

Milan, 2004 F/W

D & G,

Milan, 2006 S/S

Bcbg Max Azria,

New York, 2006 F/W

Kaviar Gauche,

London, 2007 S/S

Etro,

Milan, 2008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11> 언더웨어의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현상 특성

옷 위에 덧입는 일반 패션 상식에 맞지 않는 착용법

의 특성이 있다<표 11>.

언더웨어와 하이패션의 혼합으로 복식은 늘 겉옷

안에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무너뜨

리면서 은폐되어야 할 언더웨어를 겉옷화 함으로서

과감한 노출로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새

롭게 표현되고 있다. 직물류 의상에서는 소재에서 속

이 비치거나 광택이 나는 얇은 소재와 레이스를 겹

친 러플, 란제리풍의 핑크, 블랙 등의 얇은 세틴 등

의 전형적 속옷의 요소를 응용하였으나 니트 패션에

서는 속옷 모양을 응용한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혼합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최근의 트렌드에 주목하여 현대 니

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의 디자인 특성 및 표현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니트 패션 디자인에 있어 창

의적이고 독특한 기법으로서 디자이너들이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2000년∼2008년까지 세계 4대 디자이너 컬렉션 여

성 니트 패션의 횡편 니트의 사진 자료를 수집한 결

과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2008년까지 높은 분포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상․하위문화의 혼합의 증

가는 고급스런 소재, 고상한 무늬와 색상의 상류패션

의 특징의 개념과 하위 개념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면

서 디자인 영역이 확대되어 더욱 창의적인 표현이

되고 있으며, 연도별 분석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증

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합특

성은 문헌 및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에서와 같이 키덜

트 요소, 하이패션의 혼합, 그런지 요소와 하이패션

의 혼합, 언더웨어의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첫째, 키덜트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

합에 있어 디자인의 혼합요소는 그라피티나 캐릭터

와 만화같은 표현 기법, 과장된 소품을 통한 동화적

인 환상으로 유머와 즐거움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전

달되어 나타났다. 의복이 하나의 놀이의 수단으로 표

현되는 문양 및 디테일이 단순하고 추상화되거나 낙

서와 같은 형태의 반복적 표현이나 열거되는 캐릭터

의 응용 등을 인타시아 편직 기법이나 자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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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패션에도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런지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에 있어 디자인의 혼합요소는 문양 및 디테일에

서 이질적 패턴의 혼합과 찢어짐, 기본조직의 니트

패션에 끝의 올을 풀어 끝처리가 되지 않은 슬릿, 패

치, 술장식 응용, 장식적인 면으로 디테일에서 지퍼

장식, 밴딩, 테입, 버클장식을 활용과 색상에 있어 톤

다운된 그레이, 카키, 블루 컬러 사용. 반대 색상의

매치로 나타났다. 하위문화의 표현에서 니트 조직의

올풀림 기법이나 뒤처리가 안된 듯한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다. 셋째, 언더웨어의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에 있어 디자인의 혼합요소는 볼륨업과 같은 속옷의

라인을 강조, 짧은 길이의 오버롤, 다양한 길이의 팬

츠, 미니스커트와 소재 및 디테일에 있어 거친 소재

와 부드러운 소재, 비싼 소재와 값싼 소재 등의 질감

대비와 속옷의 레이스, 리본 등의 디테일로 디자인

특성이 나타났다. 과거 언더웨어로는 잘 활용되지 않

았던 횡편 니트 아이템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

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 니트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하위문화의 혼합현상 특성은 디지털시대의 과학

기술 발달과 더불어 다문화시대의 다채로운 문화의

특성,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으로 미래적인 상상력이

더해져 그 표현 가능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

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 니트 패션의 다양한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는 여러 나라의 문화적 이미지

와 전통적인 개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과 새로운 소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디자이너들

에게 영감을 주는 다양한 미적 표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니트패션 분야의 디자

인 구상과 전개에 있어서 창의력의 원천과, 다양한

경쟁력을 지닌 독특한 소재로서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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