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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eans fashion has important meaning as the symbol of sociocultural phenomenon

related with modern fashion. It became the symbol of natural fashion beauty representing

freedom and equality and sometimes the sensual style.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element, and importance of fashion styling by analyzing

preliminary studies and analyz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jeans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ive four styling patterns of the jeans fashion based on such

theoretical studies and empirical researches about jeans fashion and plan and direct jeans

fashion styling for each style.

The results also provides the basis for acknowledging that the idea of 'directing and

creating a style' according to a person's intent beyond the one-dimensional idea of simply

'wearing' clothes is the true fashion styling and will set an important footing in the fashion

field with the ideas that fit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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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홀랜더 가 모드는 단지 모드의 이미(A. Hollander) ‘

지를 통해 전달되듯이 패션은 이미지에서의 패션이

지 옷에서의 패션이 아니다’1)라고 주장했듯이 패션

이 전달하는 힘은 강하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페더스톤. (M.

은 연출된 자아라는 개념Featherstone) ‘ ’ 2)으로 구체

화 했는데 이는 자기 외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은 자기 과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광고나 시각 매

체 등을 통해 이상화된 이미지들과의 비교에 의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즉 이 개념은 자신이 어.

떻게 보이는지 어떤 인상을 줄 것인지 관리하는 일,

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렇게 패션은 단순한 아이템의 한계를 넘어 스‘

타일링 을 통해 존재하고 공간적 이미지 연(styling)’

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착용하는 것을, ‘ ’

목적으로 하는 패션이 아니라 보여주는 의미가 더‘ ’

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단지 예.

술적 요소가 강조되어 일상적으로 착용하기에 힘든

감상적 의미를 보여줌이 아니라 착용하는 의상에,

더해진 스타일링의 전체적 이미지 착용하는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시공간적 이미지로 단순한 의상의 조

합을 넘어선 패션 이미지의 완성을 의미 한다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션의 아이템들 중에서 진

즈 아이템을 대상으로 스타일링 연구하고자(jeans)

한다 진즈는 자유와 평등을 대표하는 자연스러운.

패션미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관능적인,

스타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착용하는 필수적인 의상인 동시에 자신만의 개

성을 표현하는 독창성을 대변하는 의상이기도 하고,

스트리트 패션에서 고감도 하이패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미지를 창조한 소재이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패션 아이템이다
4) 이렇게 진즈 패션은 현대 패션과 관련된 사회. ·

문화적 현상의 상징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컬렉션에도 진즈 패션은 다양

한 디자인으로 매년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베,

스트셀러 패션 아이템으로 여겨지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 스타일링

의 의미와 요소 중요성을 정의하고 진즈 패션의, ,

미적특성을 분석하여 시즌부터2000 S/S 2009/

시즌까지 년간의 해외 대 컬렉션을2010 F/W 10 4

대상으로 진즈 패션 사진을 추출하여 진즈 패션의

트렌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총 시즌. 20

의 컬렉션에서 진즈 패션 스타일링 사진 총 점1,965

을 수집하여 연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진즈 패션, , ,

출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즈 패션 컬렉.

션에 나타난 진즈 패션을 패션 스타일링 요소에 따

라 분석하여 가지 스타일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4 .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즈

패션의 스타일링 경향을 도출한 후 2011 S/S,

의 패션 트렌드를 고려한 진즈 패션2010/2011 F/W

스타일링을 기획하여 실제 스타일링을 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와 요소.Ⅱ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1.

양식 의 어원은 라틴어인 로 부터 유래(style) stilus

한다 필기용의 철필을 지칭하던 의미에서 진화하여.

수사학 과 문체론 에서 문장을 쓰는( ) ( )修辭學 文體論

방법 혹은 문체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文體 5) 현대.

의 양식 즉 스타일 의 사전적 의미는 종류(style) ‘ ,

형 생활양식 풍 식 등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무, , - , - ’

언가의 과정 디자인, 6)의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것들

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형태로 다른 스타일

과 식별 할 수 있는 선 형태 유형(line), (form),

을 말한다 양식이란 일상적인 의미에서(proportion) .

개개인의 인간과 사회 민족 등의 행동의 수단 생, ,

활의 수단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7)된다.

패션의 영역에서 스타일의 시작은 루이 세14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 할 수 있(1638 1715)∼

다 프랑스 궁정 패션은 모든 유럽 패션의 중심이었.

고 일종의 지침이었다8) 프랑스는 년 전쟁. 30 (1618

을 경계로 루이 세의 강력한 절대주의 정1648) 14∼

책에 의해 유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지도, , ,

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 시대는 품격 있고 고상

하고 호화로운 생활양식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때9)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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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양식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패션학자들은

다른 패션과 특징적으로 유사하거나 구별되는 외관,

형태로 양식을 정의내리고 있다 맥짐세이.

(McJimsey, H., 1973)10)는 패션에서의 양식이란 특

정한 기간에 사용된 특정적 실루엣 직물 트림, ,

액세서리에 관계되거나 디자이너들에 의해(trim),

선택된 선 형 색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

그러나 패션의 완성은 외관적 모습 뿐 아니라 의식,

내면 마음이라는 정신적 측면을 포한 해야만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양식은 인간의 존재 생활태도. ‘ ’, ‘ ’,

마음의 상태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사‘ ’ .

고 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유래된 것처럼 인간( )思考

의 인생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모드11)가 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타일을 구성하기 위한 스타일링(styling)

은 스타일에 맞추어 장식하기12)와 같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만의 외관적 조화 뿐 아니라 패션 스타일링의

요소와 인체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로서 의복

의 아이템 액세서리 색상 소재 문양의 물리적 요, , , ,

소와 패션 트렌드 컨셉 라이프스(trend), (concept),

타일 어케이전 의 정신적(lifestyle), (occasion), TPO

사회적 요소에 맞추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즉 착용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떤 감성을 가지

고 있는지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감각적으로 융합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완성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패션 스타일링은 단순

한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

타일의 형성을 통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내면의 미

까지 회형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패션 스타일링의 요소2.

패션 스타일링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강력

한 설득 수단이 되는 동시에 자신과의 내적 커뮤니

케이션의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13) 패션 스타일링.

은 외관적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의 창조로 패션이

사회적 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대사회

의 중요하게 부각되며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적인 물리적 요소와 정신

적 사회적인 요소의 조화와의 균형 통일감 등의· ,

원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스타일링이 형성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스타일링의 요소를 패

션 트렌드라는 환경아래에서 의복의 아이템 액세서

리 색상 문양 소재 헤어와 메이크업의 물리적 요, , , ,

소와 스타일링 컨셉 라이프스타일 어케이전이라는, ,

정신적 사회적 요소로 그림 과 같이 구성하였, < 1>

다.

그림 패션 스타일링의 구성요소< 1>

진즈 패션의 미적특성과 트렌드.Ⅲ

진즈 패션의 미적특성1.

복식의 미적 표현은 인간의 의지가 복식에 옮겨지

고 수용자는 디자이너의 미적 표현을 받아들임으로

함께 만족을 얻는다14)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인. ·

변화는 패션의 변화에 반영되며 디자이너 스타일리,

스트 등의 패션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구

상되어 다양한 기법이나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은 유행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지니며 이런 의미에서 패션에 나타난 미적 현상은

시대의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15).

본 연구에서는 진즈 패션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진즈 패션의 발달 과정 진즈 패션의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 상황에 따른 패션 경향을 분석하여 진즈

패션이 의미하는 특징적 개념 상징성 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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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즈 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도출하였다 진, .

즈 패션의 미적특성 도출과정은 다음 표 과 같< 1>

다.

표 진즈 패션의 미적특성 도출< 1>

년대 시대상황 진즈 패션 경향

≫

미

적

특

성

조형적 특징

1860
골드 러쉬의 전성기 격렬한,
노동으로 튼튼하고 질긴 작업
복의 필요

텐트용 직물을 이용한 오버
롤즈 리바이스(overa l l s ) ,
모델 완성501

⇨ 노동복

상징
관

능

성

인체 곡선미 강-
조 엉덩이 라인(
강조)
신체부위 직접적-
인 노출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바디 컨셔
스 라인

1920
-
1930

소비와 쾌락추구시기 대중문:
화의 태동 경제적 불황 미국, ,
의 진즈 패션 확산 동부 서( →
부)

생산 지퍼 발Lady Levi's ,
명 합성섬유 생산 강인함, , ,
섹스어필한 남성미 표현

⇨
진즈

패션

확대

1940
차 세계대전 발발 경제침제2 , ,
절약정신 풍조 여성의 산업노,
동 참여

핀업걸 산업 활성화 헐리우,
드 영화산업 발달 직업여성,
의 진즈 유니폼 착용 유럽,
진즈 보급 및 유행

⇨
진즈

패션

유행

페

미

니

즘

적

양

성

성

여성복의 남성-
적 디자인적 요소
적용
성별차를 은폐하-
는 레이어드 착장
방식
바이어스커팅- ,

탑스티칭 활동성,
을 고려한 패턴

1950
미국 번영 소비가 미덕인 시,
대 대량 마케팅 유통경제 영, ,
향력 증가 영화보급,

남녀노소 불문 진즈 붐 반,
문화 패션의 청년문화 대중,
문화의 상징 유니섹스 의복,
화로 자유 반항 에로티시, ,
즘 메시지 표방

⇨
청년문

화의

상징

1960

히피물결 성과 자유연애 냉전, ,
체제에서 진보체제 기성체제,
에 대한 반항 물질주의 탈피, ,
여성해방운동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 ,
유행 로큰롤 팝음악 유행, ,
에스닉 프린트 아플리케, ,
자수 패치 징 등의 장식, ,
유행

⇨
저항·

반항

유니섹

스

해

체

성

스톤 워싱 및-
징 스톤 장식 슬, ,
래시 찢기 등의,
해체적 장식

1970

세계 불황 환경보호의 문제대,
두 실업의 증가 페미니즘 대, ,
두 젊은이들의 기성사회 저항, ,
개인주의와 자유 개성화,

다양한 실루엣 진즈 패션,
펑크족 등장 스티치 슬래, ,
쉬 찢기 등으로 신체의 일,
부분 노출 강한 워싱 표현, ,
진즈 원형을 파괴한 파격적
인 디자인

⇨
스트리

트 저·

급문화

의

상징

다

문

화

성

라인 박시- H , T
자형 실루엣
패치워크 자- ,

수 프린징 손뜨, ,
개 장식
낡고 바랜 듯한-

소재 아플리케,
모티브 등 수공예
적인 문양

1980

세계경제 침체 절약풍조 질,→
적인 추구와 다양화 생활수준, ,
소득수준 향상 지위상승 여피, ,
그룹 유스 컬쳐, (youth

급성장culture)

바지 유행 체인 핀 스터, , ,
드 스팽글 징의 펑크적 요, ,
소 장식 스키니 진즈 유행, ,
다양한 워싱 기법 개발 개,
성적인 라이프스타일 표현

⇨
다양성

의

상징

1990

이후

그린마케팅 등장 포스트모더,
니즘 디지털 시대 도래 물질, ,
적 풍요와 정신적 신리의 동시
추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등,
장

아메리칸 캐주얼 로맨틱 컨,
트리룩 오버사이즈의 헐렁,
한 진즈 대담한 로고 사용, ,
동 서양의 서로 다른 양식·
의 혼합 및 절충 테크노 쉬,
크

⇨

개성과

자유의

상징,

TPO

개념

약화

개

성

적

과

시

성

슬림 아워글라- ,
스 실루엣
화려한 비딩 구- ,
슬의 수공예 장식
벨벳 새틴 실- , ,
크 소재

년 이후 진즈 패션의 트렌드2. 2000

트렌드 리딩 아이템화1) (trend leading)

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라이프스타일에는 많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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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있었다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의 영향으로.

까다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형식보다

는 실질적인 것을 엄격함 보다는 유연함과 편리성,

을 추구하는 경향16)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진즈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

점인 스타일링에 있어 아이템에 제한 없는 이유로

진즈 패션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는데 영향을 미쳤

다 그러므로 진즈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영역에서.

벗어나 속옷 유니폼 메이크업 제품의 케이스 기저, , ,

귀 등에도 진즈 패션을 표현하여 트렌드를 리드하는

아이템화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년 이. 2000

후 진즈 패션은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한 색상과 워싱

으로 진즈 패션이 화려하게 부활하였으며 다양한 트

렌드를 리딩하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진즈 패션의 대표적인 브랜드 리바이스에서는 남

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패션 아이템인 속옷도 진즈

소재와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속옷 같지 않은 속옷‘ ’

을 컨셉으로 진즈 패션의 유행에 맞추어 스톤 워싱

진이 포함된 언더 진 블루 시리즈 종을 출시하‘ ’ 12

였다 이 제품은 년 월 론칭 당시 출시 주. 2009 4 2

만에 천장 한정판이 모두 판매될 만큼 반응이 좋아1

지속적으로 라인을 확장17)하고 있다.

또한 진즈 패션의 유행은 유아동복에서도 그 라인

이 확대되고 있는데 유아 기저귀 업체 하기스,

에서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되었다(Haggies) 18) 진즈.

특유의 포켓이 양 사이드에 부착되어있으며 브랜드

로고가 적힌 네임 밴드까지 부착해 실제 청바지의

느낌을 표현한다.

이렇게 진즈 패션이 단순히 기능성을 추구하는 개

념을 넘어 편하고 쉽고 즐겁게 입는 문화를 표방하

는 생활 전반의 유행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패션

흐름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진즈 패션은 더 이.

상 캐주얼 아이템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캐주얼 의류

에만 국한되지 않고 속옷부터 스포츠 레저 웨어 등,

다양한 아이템에 융합되며 진즈 패션만이 가지는 고

유성과 특수성 트렌드를 함께 리딩함으로써 현대,

패션의 매우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되었다.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과 상징으로 변화하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리딩 아이템이다.

럭셔리 프리미엄 아이템화2)

년대 디자이너 컬렉션에는 더욱 다양한 진즈2000

패션 스타일과 함께 고가의 진즈가 선보이며 값싸

고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캐주얼 의복을 넘어, ,

디자이너 브랜드의 럭셔리 프리미엄 아이템화 되고

있다 미셸 슈발리에. (Michel Chevalier)19)는 럭셔리

비즈니스에서의 소비자는 럭셔리는 제품이 아닌 고

객들이 사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오브제이며 선별적이고 독점적인 것으로 소비자에,

게 부가적인 창의성과 감성적인 가치를 선사하는 것

이라고 언급한다 고가의 프리미엄 진즈 고급스러. ,

운 쿠튀르 진즈 패션의 성장세는 기존의 중저가의

캐주얼하고 편안하고 쉽게 구매하였던 것에서 그 영

역이 확장되어 부의 상징 자신만의 개성을 상징하,

는 럭셔리 아이템화 된 것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돌체 앤 가(Giorgio Armani),

바나 등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Dolce & Gabanna)

이너 역시 컬렉션의 메인 라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진즈 패션 라인을 론칭 하였다 루이비통.

도 년 이후 마크 제이콥스(Louisvuitton) 1997 (Marc

가 루이비통으로 영입된 뒤 데님 소재를 이Jacobs)

용한 가방이나 신발 등을 선보이고 있다 루이비통.

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하면서 대중적인 소재인

데님과의 매치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하이패션 브랜

드의 진즈 패션 럭셔리 프리미엄화를 시도하고 있

다 이는 하위문화로서의 진즈 패션 이미지를 약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진즈 패션을 하이패션의 주,

류문화 패션으로 이끌고 있다20) 이러한 양상은 실.

용성 계급 차별이 없는 진즈 패션에 초점을 맞춘,

경향으로 진즈 패션의 럭셔리 프리미엄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맞춤 청바지까지 등장했으.

며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리며 공식석상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고급 소재가 사용된 진즈 패션이 등장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즈 패션의 프리미엄화와 디자이너 브랜

드화 등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진즈 패션은 일상에

서 편하게 입는 캐주얼한 아이템을 넘어 활동에 제

한을 주지 않는 자유로운 패션인 동시에 예의를 갖

춘 공식석상이나 비즈니스 룩으로도 착용 가능한 패

션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패션 이미지와 개인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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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프리미엄의 클래

식한 패션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 첨단 기술집약화3) ․
환경오염과 고령화 사회 비만인구의 증가 등 현,

대사회가 야기 시킨 문제점들은 인간에게 건강의 중

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자연주의를 표방한 트렌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21).

이러한 추세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며,

기업들도 녹색상품 무공해상품 바이오 상품 등과, ,

같은 환경 친화적 용어로 광고22)하는 등 진즈 패션

분야에서도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패션 소비 경향

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데님 소재의 생산시 사용.

되는 화학 염료로 인한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많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면23) 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즈 패션 브랜드는 패션뿐만 아.

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인식하고 에코

운동에도 동참하며 친환경화에 힘쓰며 친환경 패션,

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리바이스의 에코 오가닉 진 미국 캘리포니,

아의 진즈 브랜드 세르퐁테느 큐이치(Serfontaine),

언디자인 등 많은 진즈 패(Kuyichi), (Undesigned)

션 브랜드들이 그린 청바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리바이스는 년 월 세계 최대의 전자 회사인2000 8

필립스 와 디자이너 마시모 와의(Phillips) (Massimo)

콜라보레이션 으로 세계 최초의 전자(collaboration)

의복인 진즈ICD+(Industrial Clothing Design Plus)

재킷을 제작 개발하였다 이는 금속 가공 나일론 소.

재를 개발하여 원격 조절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이,

어폰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MP3 24) 의 진. LA

즈 브랜드 세르퐁테느는 듀폰 의 라이크라(Dufont) ‘

을 이용한 진즈 패션을 만들었다 라이크라T400’ . ‘

은 다성분 섬유로 만들어져 신축성이 뛰어난T400’

스트레치 진으로 벨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다25).

이렇게 진즈 패션은 더 이상 단순한 패션아이템으

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와의 융합

은 첨단소재나 기술과의 디자인 융합뿐 아니라 IT

제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의 방법으로도 디지털 산업과

의 결합화 친환경적인 아이템화가 시도 되며 패션,

트렌드의 실험적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년 이후 소비자 의식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2000 ,

는 진즈의 명품화 디자인 차별화 소재의 다양화, ,

등으로 진즈 패션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표현을 더

욱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속적 인기 아이템으로 각,

광받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다기능. ,

다목적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아이템으로도 발전해가

고 있다.

년 이후 패션 컬렉션에. 2000Ⅳ

나타난 진즈 패션의 스타일링

컬렉션에 나타난 진즈 패션 경향1.

년 부터 년 까지 년간의2000 S/S 2009/2010 F/W 10

해외 대 컬렉션으로 꼽히는 파리와 뉴욕 밀라노4 , ,

런던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을 통해 컬렉션에 등장하는 진즈 패www.style.com

션 사진을 추출하였다 자료는 총 시즌의 컬렉션. 20

에서 진즈 패션 스타일링 사진 총 점을 수집하1,965

였고 연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진즈 패션 출현 추, , ,

이를 살펴보았다 패션 전문가 인으로 이루어진 평. 5

가단을 구성하여 도출된 진즈 패션의 미적특성 관능

성 페미니즘적 양성성 해체성 다문화성 개성적, , , ,

과시성의 가지를 기준으로 패션 스타일링 요소인5

의복의 아이템 액세서리 색상 소재 및 문양 헤어, , , ,

와 메이크업을 위주로 내용 분석하여 가지 유형의4

진즈 패션 스타일링으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진즈 패션 분석1) ․ ․
진즈 패션의 연도별 진즈 패션 등장 추이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와 같다 년 진즈 패션의 증< 2> . 2002

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년의 패션 시장의 흐, 2002

름26)이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의 영향으로 불필요하

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형식보다는 실질

적인 것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등

으로 진즈 패션의 캐주얼 룩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

석 할 수 있다 년의 컬렉션에서 진즈 패션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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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년부, 2007

터 서서히 강타한 경기 침체로 진즈 패션의 차별성

을 꾀했던 프리미엄 진즈도 가격 인하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실시27)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또한 년. 2007

이후 진즈 패션의 급속도의 증가는 진즈 패션의 캐

주얼 스포티 이미지의 선호 뿐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화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이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진즈 패션의 연도별 출현 추이< 2>

진즈 패션의 시즌별 분포는 표 와 같으며 분< 2> ,

석 결과를 보면 시즌은 점 시즌S/S 1024 (52%), F/W

은 점 으로 진즈 패션은 시즌에 상관없는941 (48%) ,

시즌리스 아이템으로 꾸준히 컬렉션에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컬렉션별 진즈 패션은 뉴욕 컬렉션 점968

파리컬렉션 점 런던컬렉션(49.3%), 736 (37.5%),

점 밀라노 컬렉션 점 의 순으로164 (8.3%), 97 (4.9%)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파리 컬렉션에서 나타났,

다 그림< 3>.

표 시즌별 진즈 패션의 출현 빈도 분석< 2>
빈도(%)

연도

시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S/S
60

(3.1)

45

(2.3)

120

(6.1)

84

(4.3)

91

(4.6)

61

(3.1)

113

(5.8)

24

(1.2)

50

(2.5)

154

(7.8)

22.2

(11.3)

1024

(52.0)

F/W
62

(3.2)

105

(5.3)

152

(7.7)

47

(2.4)

38

(1.9)

102

(5.2)

57

(2.9)

21

(1.1)

102

(5.2)

99

(5.0)

156

(7.9)

941

(48.0)

계
122

(6.3)

150

(7.6)

272

(13.8)

131

(6.7)

129

(6.5)

163

(8.3)

170

(8.7)

45

(2.4)

152

(7.7)

253

(12.8)

378

(19.2)

1,965

(100.0)

그림 컬렉션별 진즈 패션 출현< 3>

진즈 패션의 스타일링 특성2)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점의 진즈 패션을 미1965

적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해체성 이 가장(32.7%)

많이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페미니즘적 양성성,

관능성 개성적 과시성 다(26.5%), (24.8%), (8.2%),

문화 의 순으로 나타났다 컬렉션에 나타난 각(7.7%) .

미적특성별 분포는 다음 그림 와 같다< 4> .

그림 컬렉션에 나타난 미적특성별 스타일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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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진즈 패션 스타일링

유형

에스닉 아방가르드 스타일링1)

에스닉 아방가르드 스타일링의 가장 큰 특성은 낡

고 해지거나 패치워크 슬래쉬 언밸런스하게 찢어, , ,

진 팬츠나 스커트 아이템과 화려하거나 과장된 디테

일의 티셔츠 재킷 스웨이드 부츠 모자 등의 독특, , , ,

한 디자인 아이템과 소재 및 문양 등의 스타일링 요

소가 결합하여 표현되었으며 색상은 덜 딥 다크, , ,

톤의 색조 배색으로 어둡고 무거워 보이며 탁한 배,

색이 주를 이루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전위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강한 색상의 색조 메이크업으로

피부는 다크 톤의 글로시하고 짙은 색상의 눈썹 누,

드 톤이나 강한 레드컬러의 립 메이크업이 주요 포

인트였다 헤어는 다양한 소재의 오브제 사용이 많.

았고 자연스럽게 풀어 길게 늘어뜨리거나 땋은 헤,

어스타일과 언밸런스한 헤어 커팅 업스타일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는 장 폴 골티에의 년의 작품으로< 5> 2003

진즈 팬츠와 재킷의 한쪽 소매와 일부분을 제거하

여 의복 구성의 파괴를 통한 의복의 기능성을 상실,

하게 하였다 비구조적이고 비구성적인 해체된 모습.

을 보여준다 또한 거친 진즈 소재와 이질적인 소재.

인 레이스 망사 등의 부드러운 직물의 이질적 소재,

의 병행 사용으로 소재의 고정관념을 해제하고 양면

성의 믹스 앤 매치를 보여주고 있다 색상은 채도가.

낮은 레드계열의 색상과 블루 색상 채도가 낮은 그,

린 색상과 딥 블루 색상이 배색되었다 헤어는 불확.

정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부적합하고 부조화의 표현,

으로 헤어스타일의 고정관념이나 미적 경계를 허물

었으며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을 강조하여 스모키하게

표현하고 레드 계열의 치크와 스카이블루의 아이섀,

도우로 얼굴 부분까지 펴발랐다.

진즈 재킷의 안감 부분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의복

의 겉과 안 개념을 파괴하고 올 풀린 불규칙 크기,

의 진즈 조각을 패치 하여 새로운 데님 재킷으로 재

구성하여 아방가르드 에스닉 스타일링을 스타일링

하였다 그림< 6>.

그림 은 동양풍의 에스닉한 패턴의 니트 베스< 7>

트를 코바늘 뜨기 기법으로 수공예적으로 표현하고,

데님 스커트는 비대칭적인 절개와 이질적 소재의 패

치로 아방가르드함을 표현하고 있다 벨트와 신발은.

데님소재와 반대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메이크업 또,

한 블루와 레드의 강한 색상 배색의 페이스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여 에스닉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더

욱 특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은 아라비아를. < 8>

상징하는 터번 형식의 장식을 자연물과 매치시켜 이

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불규칙적인 워싱과,

슬래쉬 장식과 비대칭형의 머메이드 실루엣의 스커

트의 착용으로 헤어 장식과 대비되는 에스닉 아방가

르드함을 스타일링 하였다.

로맨틱 엘레강스 스타일링2)

로맨틱 엘레강스 구현을 위한 스타일링으로는 부

드러운 색상의 데님을 이용한 프릴 러플의 디테일,

과 여성적인 소재의 가벼운 쉬폰 새틴 드레이프성, ,

이 좋은 저지 얇은 면 등이 사용되었다 주로 곡선, .

의 구성 선을 많이 사용하며 귀엽고 화사한 꽃문양,

라인의 수트나 원피스 스커트 등의 아이템이 많이A ,

나타났으며 색상은 밝고 연한 페일 톤 라이트 톤, , ,

브라이트 톤이 주로 사용되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핑크 퍼플 색상과 파스텔 톤의 색조 메이크업으로,

피부는 글로시하며 밝게 표현하고 사랑스러운 립,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며 헤어는 주로 굵은 웨,

이브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헤어장식으로 여성스러움

을 강조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컬렉션에 표현된 진즈 패션의 로맨틱 엘레강스 스

타일은 안나 수이의 컬렉션에서 네이비 색02 S/S

상의 데님 소재를 이용한 깊게 판 라운드 네크라인

의 원피스에 화이트 쉬폰의 프릴 장식 디테일로 여

성스러우며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림 그림 은 프릴 장식을 강조한 스카이 블9>. < 10>

루의 티어드 스커트와 워싱된 진즈 재킷의 톤 온 톤

조화에 비비드 톤의 옐로우 티셔츠를 레이어드하여

여성스러우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벌룬 실.

루엣의 화이트 코튼 원피스와 셔츠의 밑단을 퍼프지

게 디자인한 인디고 블루 진즈 셔츠와 비비드 톤의

레드 리본 플랫슈즈의 조화로 상의는 타이트하고 스

커트 부분은 여유 있는 디자인으로 진즈 패션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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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틱하며 여성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11>.

그림 의 펜디 컬렉션에서는 인디고 블< 12> 06 S/S

루의 여성스러운 레그 오브 머튼 소매로 거친 소재

인 데님에 인체의 부드러운 곡선의 라인을 부각시키

고 블루와 대조 색상인 레드 색상의 넓은 벨트를 매

치하여 강한 색상 대비 조화와 함께 로맨틱함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실크 소재의 퍼플 원피스와 데님.

재킷 고급스러운 모피 소재를 레이어드하여 로맨틱,

엘레강스를 표현한다 그림 크리스챤< 13>. 05 S/S

디오르의 컬렉션은 고급스러운 실크와 레이스로 된

투피스를 표현하고 고급스러운 레이스와 진즈 소재

를 믹스 앤 매치하여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로

맨틱 엘레강스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14>.

이와 같이 로맨틱 엘레강스 스타일이 현대 진즈

의상에 동반되면서 인체의 실루엣이 더욱 부각되어

인체의 라인의 아름다움의 표현은 더욱 극대화 되었

다.

미니멀 섹시 스타일링3)

미니멀 섹시 이미지 구현을 위한 스타일링은 몸에

피트 하여 각선미를 나타내는 실루엣 광택이 나거,

나 비치는 소재로 대담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도발적이며 화려하게 연출하며

헤어는 굵은 웨이브나 볼륨 있는 업스타일로 표현되

었다 진즈 패션의 섹시한 표현은 속에 감추어져 있.

는 성에 대한 연상 작용을 유도하며 대담한 노출 이

상으로 더욱 선정적인 효과를 주어 잠재된 욕망을

자극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컬렉션에 표현된 미니멀 섹시 스타일링은 진즈를

이용한 뷔스티에는 인체에 밀착되어 여성의 상징적

인 가슴을 강조하여 여성 인체의 미를 표현하였으

며 짦은 스커트와 블랙 컬러의 망사 스타킹의 착용,

으로 섹시함을 강조한다 그림 그림 은 팬< 15>. < 16>

츠의 앞여밈 부분에 데님 소재를 장식하여 여성의

상징적인 허리 골반을 강조하여 섹시미를 표현하고, ,

브래지어 형식의 미니멀한 탑 착용으로 가슴 라인을

드러내었다 애나멜 소재의 셔츠는 비비트 톤의 레.

드 색상으로 여성의 섹시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은 상하의가 분리된 마치 비키니< 17, 18>

수영복과 같은 미니멀 사이즈로 인체에 최대한 밀착

된 마이크로 미니 팬츠와 탑으로 착용면적을 극소화

시켜 하체의 노출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면.

적 사용으로 면을 분할하고 여성의 가슴 라인을 강

조한다 이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면서도 패션에서도 스스로의 만족에 의한 노

출이 미니멀 패션으로 대두되며 진즈 패션에서는 로

우 라이즈 짧은 바지 길이 최소한의 면적에 원단, ,

사용 등으로 표현되었다.

진즈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 섹시 스타일을 여유분

없이 인체에 완전히 피트된 조형적 라인이 나타났으

며 여성의 상징적인 부분인 가슴과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스타일링 되었다 또한 년 이후의. 2000

컬렉션에서는 여성의 관능이라 할 수 있는 하체에

중점을 두어 길고 슬림한 여성의 미를 표현하였다.

모던 스포티 스타일링4)

모던 스포티 구현을 위한 스타일링은 직선적인 실

루엣이 많았으며 테일러드 칼라재킷 팬츠 아이템으,

로 주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표현되고 저지 니트, ,

의 신축성 있는 소재와 가죽 개버딘 등의 뻣뻣한,

소재 등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주로 차갑고 이지적.

인 느낌의 모노톤이나 검정 흰색의 배색과 라이트,

톤이나 선명하고 강한 비비드 톤의 배색이 사용되었

다 헤어나 메이크업은 짧은 커트나 깔끔한 스타일.

의 보브 커트 보이시한 숏 커트 등의 간결한 스타,

일로 표현되고 메이크업은 건강미가 느껴지도록 어,

두운 톤의 간결하며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는 오버롤즈 팬츠의 변형으로 활동성을< 19>

강조하며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심플하고 간결

한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중시한 활

동적인 스타일로 스포티함을 스타일링 하였다 그. <

림 은 블랙 색상과 진한 인디고 블루 데님을 칼20>

라 소매 포켓 밑단 부분에 일부 배색하여 모던함, , ,

을 강조하고 직선적이며 활동적인 팬츠를 매치하여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원 포.

인트의 레드 컬러 로고 티셔츠와 인디고 블루색상의

진즈 팬츠를 매치하여 세련되며 심플한 이미지를 전

달하고 밝은 컬러의 헤어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경,

쾌하고 발랄하게 연출되었다 그림 그림< 21>. < 22>

는 라인의 박시한 재킷과 스커트의 조화로 인체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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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지 않는 실루엣으로 표현되었고 블루 색상의,

톤 온 톤 조화로 모던하면서도 활동적 이미지를 준

다 액세서리로 활동성을 강조한 슬리퍼를 매치하였.

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심플하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비대칭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스타일링 되었다.

다음 표 은 진즈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스타< 3>

일링 유형에 따른 스타일링 분석을 표로 정리하였다.

그림< 5>
Jean Paul
Gaultier
03 S/S

www.style.com

그림< 6>
Marc by Marc
Jacobs 05 S/S
www.style.com

그림< 7>
Christian
Lacroix
03 S/S

www.style.com

그림< 8>
Junya
Watanabe
09 S/S

www.style.com

그림< 9>
Anna Sui
02 S/S

www.style.com

그림< 10>
Charles
Anastase
09 S/S

www.style.com

그림< 11>
Viktor & Rolf
04 S/S

www.style.com

그림< 12>
Fendi
06 S/S

www.style.com

그림< 13>
Dsquared2

04/05 F/W
www.style.com

그림< 14>
Christian Dior
05 S/S

www.style.com

그림< 15>
D&G 04 S/S
www.style.com

그림< 16>
Dolce &
Gabbana
01 S/S

www.style.com

그림< 17>
Chanel
08 S/S

www.style.com

그림< 18>
D&G
06 S/S

www.style.com

그림< 19>
D&G

05/06 F/W
www.style.com

그림< 20>
Cacharel
02/03 F/W
www.style.com

그림< 21>
Dsquared2

09 S/S
www.style.com

그림< 22>
HuSein
Chalayan
01 S/S

www.style.com

진즈 패션의.Ⅴ
스타일링 기획 및 연출

스타일링 기획1.

트렌드 분석 및 테마 기획1)

년 이후 진즈는 어느 시즌보다 강력한 트렌드2010

로 신선한 컬러 다양한 워싱 방법으로 화려하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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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8)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11 S/S, 2010/

의 유행 컬러와 여성복 트렌드를 고려하여2011 F/W

다양한 취향들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트렌드를 기반

표 진즈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스타일링 특성< 3>

미적
특성

미적특별
대표사진

➡

스
타
일

패션 스타일링 요소

의복 아이템과
액세서리 색상배색 배색 소재와

문양 헤어와 메이크업

해체
성

에
스
닉
아
방
가
르
드

≫

낡고 해지거나,
패치워크 슬래쉬, ,
언밸런스 팬츠 스,
커트 티셔츠 부, ,
츠 모자,

덜 딥 다크 톤, ,
의 색조 배색으
로 어둡고 무거
워 보이며 탁한,
배색

레이스 비닐 쉬, ,
폰 가죽 등의,
이질적 소재의
혼합 병치 문양, ,
이 없거나 기하
학 문양

강한 색조 누드 톤,
립 메이크업 다양한.
오브제 사용 언밸런,
스 커팅 업스타일,페미

니즘
적양
성성

로
맨
틱
엘
레
강
스

≫

프릴 러플의 디,
테일 수트 원피스, ,
라인스커트 꽃A ,
장식 하트 등의,
트리밍

밝고 연한 페일
톤이나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주로 사용

쉬폰 새틴 패, ,
치워크 자수 등, ,
저지 면 곡선의, ,
구성 선을 사용
한 귀엽고 자연
문양

파스텔 톤의 색조,
글로시 피부표현 립,
메이크업으로 포인
트 굵은 웨이브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헤어 장식으로 여성
스러움을 강조

관능
성

미
니
멀
섹
시

≫

스키니 진즈 미니,
길이의 팬츠 탑, ,
슬리브리스 티셔
츠 베스트 블라우, ,
스

비비드 톤의 레
드 그린 계열의,
강렬한 색상과
블랙 컬러의 대
비조화

퍼 실크 새틴, , ,
쉬폰 비닐 등의,
소프트한 소재,
표면이 매끈하거
나 광택감이 있
는 소재

창백한 피부 표현과
대비되는 레드 블,
루 블랙 계열의 색,
상 스모키 메이크업,
굵은 웨이브나 볼륨
있는 업스타일

개성
적과
시성

모
던
스
포
티

≫

활동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강조한 팬
츠 점퍼 재킷 티, , ,
셔츠류 스커트,

블루 네이비 색,
상과 검정 흰색,
의 모노톤 배색
과 라이트 톤,
선명하고 강한
비비드 톤 배색

저지 니트 가, ,
죽 개버딘 등의,
뻣뻣한 소재 스,
트라이프 등의
기하학문양

깨끗함 강조한 피부
표현 차가운 계열의,
색조 강한 아이섀도,
우표현 기하학적이,
고 과감한 비대칭
컷 가발사용,

다문
화성

그림 진즈 패션 스타일링 컨셉 전개< 23>

으로 를 메인테마로 정하였다‘Everyday Everybody’ .

이는 기존의 관습이나 규칙 기준들, 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29) 총 가지의 서브테마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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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ve Plot, Free & Easy Sensibility, Timeless

스타일링을 제안하였다 그림City, Unique Esprit < 23>.

표 스타일링 기획< 4> Impressive Plot

테마 컨셉Impressive PlotⅠ

시즌

어케이전&

2010/2011 F/W•

프라이빗 어케이젼으로 연말 클럽 파티모임•

타겟
최신 트렌드를 중시하는 대 중반의 소비자20•

과감하면서 전형적이지 않는 개성이 강한 취향•

스타일링

전개 포인트

캐주얼하면서 개성적 과시성의 페미니즘적 양성성의

와일드한 매력을 위해 블랙 진즈 팬츠의 와일드 스톤

워싱으로 거칠고 반항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찢어.

지고 낡고 해진 아이템을 선정하고 밀리터리 룩의 변,

형 카무플라쥬 패턴 티셔츠와 불규칙적으로 해체된 블

랙 티셔츠로 레이어드 하였다.

이

미

지

맵

스타일링 요소

패션

아이템 • 데님 팬츠 저지 티셔츠 메탈 레이스 목걸이 브론즈 반지 버클 웨지힐 가죽 스터드 팔찌, , , , ,

색상

블랙을 메인컬러 딥 브라운 딥 그레이 서브컬러 골드를 포인트 컬러로 배색, , ,•

소재 및

문양

뷰티

메이크

업

및

헤어

페이스•

짙은 아이 메이크업과 상반되도록 창백하고 매트하게 표현

아이•

짙은 블랙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강조

치크 립&•

딥 브라운 색상의 블러셔를 사용하여 얼굴의 사선방향으로

얼굴의 윤곽을 살리며 립은 베이지 톤의 누드 색상,

헤어는 전반적으로 굵은 컬 웨이브를 한 후 자연스럽게•

헝클어지도록 늘어뜨림.
맥 트렌드 북「 」

메이크업 시안< >

패션

아이

템

스타일링별 시나리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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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일링 기획< 5> Free & Easy Sensibility

테마 컨셉Free & Easy SensibilityⅡ

시즌
어케이전&

시즌2011 S/S•

소셜 어케이젼으로 평소와는 다른 기분으로 참석하는 파티 축하 모임,•

타겟 사랑스러운 대 중후반의 여성 청순하면서도 순수하고 화사한 이미지20 ,• ․

스타일링

전개 포인트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의 전형적인 관능성의 미적특성

으로 절제된 여성미를 보여주면서 캐주얼한 이미지를

유지한 디테일 장식으로 개성적 과시성과 로맨틱 엘

레강스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느낌을 반영하여 사랑스

런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이

미

지

맵

스타일링 요소

패션

아이템 진즈 재킷 쉬폰 스커트 슬리브리스 티셔츠 스웨이드 벨트 진즈 브로치 진주 목걸이, , , , ,•

색상

페일 톤의 핑크 화이트 색상을 주조색으로 두고 있으며 페일 톤의 블루 베이지 색상의 배색, ,•

소재

및

문양

뷰티

메이크

업

및

헤어

페이스•

촉촉하게 반짝이는 텍스쳐로 표현

아이•

마스카라를 생략하고 아이섀도우 색상은 페일 톤의 핑크 색상으로

부드럽고 내추럴하게 표현

치크•

얼굴 중앙 광대뼈를 중심으로 핑크 톤의 블러셔로 사랑스럽게 표현

립•

핑크톤의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촉촉하게 표현

헤어는 전반적으로 굵은 컬 웨이브에 자연스럽게 헝클어지도록•

하여 업스타일

맥 트렌드 북「 」

메이크업 시안< >

패션

아이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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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일링 기획< 6> Timeless City

테마 컨셉Timeless CityⅢ

시즌

어케이전&

2010/2011 F/W•

오피셜 어케이젼으로 직장 학교 출장 등, ,•

타겟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전문직종의 대 이상 여성30•

자신만의 연출법과 패션성향이 강한 소비자•

보수적이면서도 과감함을 즐기는 세련된 감성의 소비자•

스타일링

전개 포인트

기존 데님 소재의 거친 질감과 투박함에서 벗어나 모던

하고 도시적인 감성을 주요 테마로 관능성의 미적특성을

반영한 깊고 진한 푸른빛의 매력을 표현하며 짙은 인디,

고 색상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어우러져 세련된

스타일로 표현한다 또한 여성의 관능적 매력을 강조한.

미니멀 스타일을 믹스 매치 한다& .

이

미

지

맵

스타일링 요소

패

션

아이템 새틴 재킷 가죽과 비즈 진즈 언밸런스 숄더 슬리브리스 티셔츠, ,•

색상

인디고 블루를 주조색으로 하였으며 블랙 화이트 실버 등의 색상을 색상 배색, , ,•

소재 및

문양

뷰

티

메이크

업

및

헤어

페이스•

밝은 피부톤을 유지하며 매트하게 표현

아이•

딥 블루 색상으로 과장되게 라인을 강조하고 인디고 블루 아

이섀도우로 포인트

치크•

연한 핑크계열을 사용하여 연하게 표현

립•

색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연한 핑크 계열로 투명하게 표현

헤어는 업스타일로 머리 앞부분에 볼륨감을 주어 세련된 느•

낌을 강조
맥 트렌드 북「 」

메이크업 시안< >

패

션

아

이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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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일링 기획< 7> Unique Esprit

테마 컨셉Unique EspritⅣ

시즌

어케이전&

2010 S/S•

프라이빗 어케이젼으로 주말의 쇼핑 데이트 전시회 관람, ,•

타겟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소비자•

나만의 것 새로운 것 소박하고 전원적인 것을 좋아하는 수공예적 감성의 소유자, ,•

스타일링

전개 포인트

다문화성 미적특성에 에스닉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다양한 문화 이질적 소재 등 이질적 이색적인 경향, ,

을 인정하며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화려한.

색상과 수많은 보석들 형태의 과장성으로 더욱 드라

마틱하게 진즈 패션을 연출한다.

이

미

지

맵

스타일링 요소

패

션

아이템 진즈 팬츠 니트 카디건 슬리브리스 티셔츠 뱅글 목걸이 샌들, , , , ,•

색상

골드 색상을 주조색으로 두고 있으며 베이지 브론즈 브라운 색상으로 배색, ,•

소재 및

문양

뷰

티

메이크

업

및

헤어

페이스•

노을 빛에 물든 듯 은은하게 태닝된 느낌으로 표현하고 윤곽

을 살리기 위해 어두운 색상으로 섀딩 효과를 줌

아이•

아이 메이크업은 딥 브라운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전체적으

로 스모키하게 연출

치크•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여 얼굴 광대뼈를 중심으로 펴바름

립•

촉촉한 립글로스 오렌지 색상으로 립 메이크업

헤어는 한쪽으로 여러 가닥으로 땋아 늘어뜨렸으며 자연스•

럽게 헝클어지는 느낌으로 연출

맥 트렌드 북「 」

메이크업 시안< >

패

션

아

이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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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제안2.

스타일링 Ⅰ
Impressive Plot

스타일링 Ⅱ
Free & Easy Sensibility

스타일링 Ⅲ
Timeless City

스타일링 Ⅳ
Unique Esprit

그림 스타일링 제안< 24>

결 론.Ⅵ

스타일은 마음의 추구와 마음의 습관 그리고‘ ’ ‘ ’,

나만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를 함축한다 누구의‘ ’ .

삶을 알고 싶은가에 더해 그 누구의 삶에서 나는,

어떤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지 역시 스타일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패션 스타일링은 미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패션 스타일링은 단순한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묘

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의 형성을 통해 마음 깊

숙이에 있는 내면의 미 까지 외형으로 표현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패션 스타일링의 구성요소는,

의복의 아이템 액세서리 색상 소재 문양 헤어와, , , , ,

메이크업 패션 트렌드 스타일링 컨셉 라이프스타, , ,

일 어케이전 요소가 조화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표,

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배치하

고 조절하여 완성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진즈 패션의 발달 과정 진즈 패션의 역사, ,

적 사건 또는 시대 상황에 따른 패션 경향을 분석하

여 진즈 패션이 의미하는 특징적 개념 상징성 등을,

분석하여 진즈 패션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도출한,

결과 관능성 페미니즘적 양성성 해체성 다문화성, , , ,

개성적 과시성 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5 .

셋째 년 이후의 진즈 패션 동향 분석결과 트, 2000

렌드 리딩 아이템화 럭셔리 프리미엄화 친환경첨, , ․
단 기술 집약화로 나눌 수 있었다 하위문화를 상징.

하는 대표적인 패션으로서의 진즈는 년 이후2000

소비자의 의식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진즈의,

명품화 디자인 차별화 소재의 다양화 및 첨단 기, ,

술화 등으로 진즈 패션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표현

을 더욱 다양하게 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운 아이템.

으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인기 아이템으로 각광받

았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 다기능 다목적. ,

으로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넷째 실증적 연구로 진행된 년부터 년, 2000 2010

까지 년간의 파리 뉴욕 밀라노 런던의 프레타포10 , , ,

르테 컬렉션을 패션전문가 인을 구성하여 미적특성5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년 이후의 패션 트렌. 2000

드를 고려하고 패션 스타일링 요소에 따라 진즈 패,

션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에스닉 아방가르드 스타,

일링 로맨틱 엘레강스 스타일링 미니멀 섹시 스타, ,

일링 모던 스포티 스타일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에서 도출된

진즈 패션의 스타일링을 토대로 2011 S/S,

의 유행 컬러와 여성복 트렌드를 반2010/2011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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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를 메인테마로 설정하‘Everyday Everybody’

고 가지의 서브테마, 4 Impressive Plot, Free &

스Easy Sensibility, Timeless City, Unique Esprit

타일링을 제안하였다 패션 스타일링의 요소를 고려.

하여 각 스타일별 의상 아이템과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패션 스타일

링은 패션 환경 요소에서 패션의 연출 전개 방법의

전반에 영향을 주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

는 패션 트렌드라고 하는 요소아래 정신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스타일링 컨셉 라이프스타일 어케이, ,

전의 요소와 물리적 개인적 요소인 의복의 아이템, ,

액세서리 색상 소재 문양 헤어와 메이크업의 특, , , ,

징적 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스타일로 이미지화 시키는 종합적인 연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옷을 입는다 는 차원적 차원에서‘ ’ 1

벗어나 의도에 따라 연출하여 스타일을 만든다 는‘ ’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패션 스타일링이며 세기적21

발상으로 패션 분야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지게 됨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패션 스타일링의

총체적 관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다

각도의 접근에 따른 패션 스타일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성 패션산.

업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여성 패션에 한정했다는 제

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패.

션의 진즈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남성

패션 스타일링의 연구를 후속연구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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