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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various types of hooded garments that have 
been worn after the 20th century, and to analyze the aesthetic values of them. The study exam-
ined various types of hooded garments with diverse significances based on literature and case 
studies on the history of garments, news paper articles and the Internet. Since the 20th century, 
there has been a variety of hooded garments, such as monk dresses, hoodies, anoraks, duffle 
coats, some protective clothing, and designers' hooded clothes. Through this research, the study 
found that the aesthetics of hooded garments after the mid-20th century were as follows: physical 
protection, anonymity, psychological refuge, fashionability and high-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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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후드(hood)는 모자의 형태에 따른 명칭 중 하나

로, 머리에 여유 있게 씌워지는 두건형을 의미한다.

후드가 달린 복식, 즉 후드 복식은 고대 그리스 이래

로 변덕스러운 날씨로부터 머리와 어깨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복식으로 착용되어 왔다. 20세기 이전의 후

드 복식이 외부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외투의 성격이 강했다면 20세기 이후의

후드복식은 변화한 시대상에 따라 보다 다양한 목적

과 가치를 지닌 채 착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착

용되고 있는 후드 복식의 종류를 살펴보고, 현대사회

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후드

복식의 복식미를 실용적 가치에 기초한 기술미와 사

회․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상징적 가치인 자연

미, 장식적․미적 욕구의 충족에 해당하는 예술미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1)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후드 복식을

여러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후드 복식의 기능 및

의미에 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대

와 복식, 복식과 착용자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후드 복식의 기원과 역할을 사적으로 고찰한다.

2.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후드 복식을 종류

별로 고찰한다.

3. 20세기 중반 이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한다.

4. 20세기 중반 이후의 후드 복식이 지니는 복식

미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후드 복식의 특징

과 상징성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후드 복식에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송성

은2), 양미경3), Roberts,Y.4), Crawford, H.5), Knight,

G.6) 등의 연구가 있는데, 송성은은 학위복의 상징성

을 통해 본 복식의 사회적 의미에서 후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양미경은 하위문화 복식

의 스타일 연구에서 후드 복식이 어떠한 경로로 청

소년에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 밖에도

Roberts와 Crawford, Knight는 영국 청소년 하위문

화인 후디의 특성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외에도 후드 복식의 기원과 변천과정 및 종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지 복식의 역사를 다룬 국내외 서적 및 선행 학술

논문, 정기 간행물 등의 문헌자료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로써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에 나타난

후드 복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 및 www.style.com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 관

련 서적 등의 정보를 참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후드 복식의 개념 및 사적고찰
후드(hood)는 모자의 형태에 따른 명칭 중 하나이

다. 모자는 머리에 쓰는 쓰개의 총칭으로 예의를 갖

추거나 추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일

반적으로 모자를 구분할 때 머리 위로 솟은 부분인

크라운(crown)과 챙을 뜻하는 브림(brim)이 있는 것

을 총칭하여 햇(hat)이라 하고, 브림이 없는 것을 캡

(cap)이라 하나 요즘은 브림이 모자의 머리부분 주

위를 따라 달려 있는 것을 햇이라 하고, 브림이 머리

부분의 앞쪽으로만 달린 것을 캡이라 한다. 모자는

형태별로 종류를 구별하는데, 후드는 부드러운 천을

박아 머리 전체를 감싸 턱밑에서 끈으로 매거나 케

이프나 코트에 달아 방한용으로 덮어 쓰는 두건형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후드복식을 두건형의 모자인 후드

를 포함하여 후드가 달린 의상으로 정의한다. 후드복

식에는 후드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 후드가 의상에

달려 있는 경우, 후드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경우(attached or detachable hood), 후드를 칼라 안

에 말아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경우(built-in hood)

가 포함된다.

후드는 고대 그리스의 농민이 사용한 데에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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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후드는 오랜 기간 동안 변덕스러운 날씨로부

터 머리와 어깨를 보호하는 전통적이면서도 실용적

인 수단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처음에 등장한 후드는

머리에 여유 있게 씌워지는 뒤가 뾰족한 두건이었다.

이것이 형태가 점차 변화하면서 목에서 단추로 잠그

거나 끈으로 묶는 형태를 띠다가 어깨를 감싸는 케

이프(cape)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후드 복식은 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귀부인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그 실용성으로 인해 계급에 관계없이 남녀 모

두 착용하게 되었다.8)

고대 사회에 처음으로 명칭이 등장한 후드 복식은

고대 로마의 쿠쿨루스(cucullus)이다. 쿠쿨루스는 어

깨를 덮는 작은 케이프에 후드가 달린 것으로 초기

에는 농민을 중심으로 착용되었다가 후에는 시민계

급은 물론 여성에까지 사용이 확대되었다.9) 초기의

후드 복식 중 망토형의 외투에 후드가 달린 것은 페

눌라(paenula)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

마에서 여행할 때나 비가 올 때 입는 후드가 달린

덧옷이다. 이 외에도 고대의 후드 복식에는 로마 제

정시대(B.C. 1세기)부터 로마 남성들에게 널리 착용

되었던 외투인 라세르나(lacerna), 노동자들이 착용했

던 비루스(birrus)가 있다.

중세 시대의 후드 복식은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

국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착용하였던 쿠쿨루스를

여전히 착용하였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후드

복식은 반원형의 클록(clock)에 후드가 달린 코프

(cope)이다. 이는 페눌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야외

에서 거행되는 종교 의식 때 주로 착용되다가 현재

에는 화려하게 자수가 놓인 케이프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들이 착용하고 있다.10) 종교예

복으로 변화한 코프와 달리 후드가 달린 외투는 맨

틀(mantl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세기간 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착용되었다.11) 중세 말기의 대표적

인 후드 복식에는 샤프롱(chaperon)과 리리파이프

(liripipe)가 있다. 샤프롱은 고대의 쿠쿨루스와 마찬

가지로 케이프에 후드가 붙은 형태로 14세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된 후드 복식이었다. 리리파이프는

긴 꼬리가 달린 후드로 서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

다.12)

르네상스 시대에는 게이블 후드(gable hood), 프렌

치 후드(french hood), 메리 스튜어트 후드(Mary

Sturt hood)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용 후드가 발달하

였다.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에도 역시 후드가

달린 긴 케이프 형태의 맨틸라(mantilla)와 펠리스

(pelisse)등의 외투가 착용되었다. 근대에도 역시 후

드복식은 외출 시 가장 바깥에 착용하는 외투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 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후드복식은 목적과 기능에 따

라 조금 더 세분화된 형태로 등장했다. 후디(hoodie)

나 더플코트(duffle coat), 아노락(anorak) 등은 1900

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후드 복식이다.

이 외에도 20세기 이후의 디자이너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인해 달라진 라이프스타

일을 반영하는 다양한 후드 복식을 제안해 왔다. 다

음 장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후드 복

식의 종류를 고찰해 보겠다.

2. 20세기 이후의 시대적 배경
후드 복식은 예로부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착

용된 복식이다. 근대까지 주로 추위나 눈, 비와 같은

날씨의 변화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

던 후드 복식은 20세기 들어 다양한 외부환경의 변

화에 맞춰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왔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사건에는 제 1, 2차 세계 대전이 있다. 두 번

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의 맹주로 떠올

랐으며, 이후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지속되었다. 1940년대는 인류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자계

산기와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었다. 50년대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팽배했던 시기로 나일론, 플라스틱 제품,

TV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었다. 60년대는 우주에 대

한 오랜 탐구의 결실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이 달 착

륙에 성공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반전운

동 등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히피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60년대에는 각종 인조섬유가

새로 출현하였으며 방직기술 및 방추, 방염 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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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oodie

Wikipedia

- http://en.wikipedia.org/wiki/Hoodie

<그림 2> Hoodies

BBC

- http://news.bbc.co.uk

법이 발달로 의복의 기성복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복

의 대중화가 촉진되었다. 70년대는 불황의 시기였지

만 중국과 미국의 핑퐁외교로 냉전의 분위기가 서서

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면서 국제의 냉전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전반

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86년 일어난 체르

노빌 핵 폭발사건은 이후,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관

심을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90년대는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었고, 전자통신과 교통 수단의 발달,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13) 2000년대에 들어서 현대사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화사회, 유비쿼터스의 시대로 들어섰다.

20세기 이후의 현대사회를 산업화, 도시화, 관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대중사회(Kornhauser, W. A.),

탈산업사회(Bell, D.), 정보화사회(Toffler, A.), 탈현

대사회(Habermas, J.) 라고 할 때,14) 20세기 중반 이

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개인은 원자화된 개

인(atomized individual)으로서 익명성, 획일성, 비밀

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자아정체감의 위기 및 소외

감,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개인

은 타인의 접근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privacy)

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치기’(cocooning)를 하게 되었

고, 후드 복식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새로

운 실용적, 상징적, 미적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Ⅲ. 20세기 중반 이후 후드 복식에
나타난 복식미

1. 20세기에 나타난 후드 복식의 종류
1) 일상복

(1) 후디(hoodie)

후디<그림 1>15)은 후드가 달린 스웻셔츠(sweat-

shirt)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후드 복식 중 하나이다. 후디는

보통 앞면에 커다란 포켓이 있고 후드의 입구를 조

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930년대에 뉴욕의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의 챔피온

(Champion)사에 의해 처음 출시되었다.16) 이후, 후

디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레저와 스포츠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서퍼(Sufers)들을 중심으로 착용되다

가17) 1976년에 발표된 영화 록키에 의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고18), 50년대 서퍼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70

년대의 스케이터(Skaters)들에 의해 넓은 바지와 그

래픽이 들어간 셔츠와 함께 착용되었다.19) 1980년대 말,

후디는 배기진(baggy jean), 카고 팬츠(cargo pants),

트랙 수트 등과 함께 힙합 패션의 하나로 널리 착용

되었다. 1990년대에 후디는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의

로고나 이름이 새겨진 후디를 학교의 유니폼으로 착

용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생(statement of aca-

demic spirit)의 상징으로 진화했다.20) 한편, 2000년

대 초반 영국에서 등장한 청소년 하위문화집단인 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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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norak

Northface

- http://www2.thenorthface.com

<그림 4> Snorkel Parka

Wikipedia

- http://en.wikipedia.org/wiki/Anorak

브(Chav)도 후디를 즐겨 착용하였으며21), 200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아예 후디<그림 2>22)라고 불리는

청소년 하위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무

채색 계열의 후디나 점퍼 등을 입고 후드를 푹 눌러

써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데, 집단의 폭력성으로 인

해 영국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2) 아노락(anorak)

아노락<그림 3>23)은 그린란드의 지역 언어인 카라

리수트(Kalaallisut)어의 anoraq에서 유래한 것으로24)

원래 에스키모인이 착용한 모자 달린 헐렁한 모양의

모피 재킷을 지칭했으나, 지금은 모자가 달린 모든

재킷을 가리킨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노락은 1920

년경 노르웨이에서 처음 고안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1931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25) 아노락

은 윈드야케(wind-jacke)라고도 하며, 방풍·방우·방

설용으로, 등산이나 스키용 또는 작업복으로 착용된

다. 길이는 보통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손목이나 엉덩

이부분은 니트로 짜인 촘촘한 재질로 만들거나 스트

링 혹은 벨크로를 이용하여 딱 맞게 입는다. 보통 후

드 역시 머리에 썼을 때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스트링으로 조이거나 벨트로 여밀 수 있게 되어 있

다.26) 아노락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외투로 스노클

코트(snorkle coat)<그림 4>27)가 있는데, 이것은 방수

가 된 나일론 새틴이나 누빈 태피터 등으로 안에 털

을 넣어서 밖으로 털이 나와 있는 파카형의 7부 코

트를 말한다. 코트에 달려 있는 후드를 쓰고 바람을

막기 위해 지퍼를 턱까지 올리면 잠수함 통풍 장치

의 튜브 스노클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

여졌다. 대개 커프스는 니트로 대고 연필을 꽂을 수

있는 스냅 주머니가 소매에 달려 있으며 눈이 들어

가지 못하게 지퍼 외에 단이 덧붙어 있다. 1970년대

초반에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유행하였다.28)

(3) 더플 코트(duffle coat)

더플코트는 북유럽 지방의 추운 북해에서 일하던

어부들의 방한복에서 유래되었다. ‘더플(duffle)’은 벨

기에의 작은 도시의 이름인데, 이 지방에서 나는 거

친 모직물로 만들어 더플코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

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 해군이 방한복으로

사용하였고, 전쟁 후에는 스포츠 코트로 인기를 얻으

며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후드가 달리고 길이

가 다른 코트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이며 토글

(toggle)단추가 달린 싱글 코트이다. 학생에서부터

비즈니스 맨에 이르기까지 나이, 직업, 체격에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착용되는 코트이며 주로 캐주얼한

옷에 어울리지만, 포멀한 수트에 착용하기도 한다.29)

(4) 스누드(snood), 카울(cowl)

스누드<그림 5>30)는 스카프(scarf)와 후드(hood)

의 합성어로 대개 머리까지 쓸 수 있는 넥 워머를 의

미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스누드는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쓴 여성용 헤어 네트(hair

net)를 지칭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머리까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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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넥워머를 의미한다. 카울은 말 그대로 중

세의 수도사 복장인 카울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드만

분리시켜 머리에 쓰거나 벗어서 목을 감싸는 형태로

착용한다. 대체로 카울은 목 부분을 단추로 여미거나

풀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단추를 다 풀어

서 어깨를 덮는 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스누드와 카울은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간편하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실용적이면서 보다 장식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 후드 복식이 등장했다. 2008년의 마크 제이콥스에

이어 2009년에는 미소니(Missoni)와 버버리(Burberry),

티에스이(tse),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등에서

도 스누드(snood)나 카울(cowl)과 같은 다양한 후드

복식을 선보였다. 이러한 후드 복식은 컨버젼스

(convergence) 패션의 영향으로31) 후드의 끝에 목도

리가 달려 있거나, 워머(warmer)처럼 끝이 서로 연결

되어 머리까지 쓸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5> Angora Snood

Orkney Angora

- http://www.orkneyangora.co.uk

2) 특수복

특수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방호복 중, 머

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가 후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는 방사선 방호복, 화학적, 생물학적 방호

복, 무진복 등이 있다. 방사선방호복은 방사선 노출

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복으로 방사선 제거

복이라고도 한다. 원자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호복은 일반적으로 몸 전체를 덮는 것으로서 장갑,

장화, 후드 등이 겹쳐진 작업복의 형태이다. 이러한

의복들은 대부분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착용해도

동작에 불편이 없고 안전하도록 전신을 완전히 피복

하는 헐렁한 형태이며, 특히 방사선방호복의 후드는

앞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납유리를 사용한다.32) 화학

적·생물학적 방호복 역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

복하는 형태로 후드가 달린 복식이다. 이러한 방호복

은 화학약품에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에

접촉되었을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위험한 가스 등을 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후드의 입구가 외부환경에 노출

되지 않도록 보통 방독면이나 인공호흡장치의 여과

포가 달려 있다.33) 무진복은 방진복이라고도 하며 티

끌이나 먼지가 나지 않는 옷, 티끌이나 먼지의 원인

이 되지 않는 옷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무진복 역시 후드가 달린 점프 수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약품, 식품, 전자제품의 생산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 시 청결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복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34) 방호복은 현

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후드 복식 중 하나로써 극

한 상황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고기능성의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자이너 컬렉션의 후드 복식

후드 복식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장 바깥에 입는 외의

로써 착용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하

여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착용되는 후드 복식인 후디,

아노락 등은 1940년대에 이르러 스포츠웨어 및 캐주

얼웨어, 아웃도어웨어의 발전과 함께 디자이너 컬렉션

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등장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디자이너들이 선보이고 있는 후드 복식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거나 패

션성이 가미되어 새로운 복식미를 지니게 되었다.

2. 20세기 중반 이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후드 복식의 복식미

복식미는 합목적 지향적인 기술미(실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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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rotective clothing

1940s, Robert Piguet

- Fashion: 1900-1999, p. 202.

<그림 7> Bunker outfit

1940s, Elsa Schiaparelli

- Fashion: 1900-1999, p. 202.

<그림 8> Wool jersey wedding dress

1941, Claire McCardell

- Claire McCardell, p. 63.

사회·문화적인 자연미(상징적 가치), 순수한 미적 욕

구에 의한 예술미(미적가치)를 다 아우르는 것으

로35), 후드 복식 역시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목

적에 의해 기술미를 지니고, 사회의 유행체계를 반영

하는 측면에서 자연미를 드러내며, 순수한 개인의 미

적 경험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예술미를 표현한다.

본 장에서는 1940년대 이후 후드 복식을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발표한 디자이너 컬렉션을 중심으

로 후드 복식의 복식미를 기술미, 자연미, 예술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1940-50년대

1940년대 초의 후드 복식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

향을 받아 등장했다. 디자이너 로버트 피게(Robert

Piguet)는 후드가 달린 케이프와 편안한 핏의 바지에

방독면을 액세서리로 매치하여 전시에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패셔너블한 보호복<그림 6>36)을 선보였

고,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방공호로

대피할 때를 위해 벙커 아웃핏(bunker outfit)<그림

7>37)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현대의 점프수트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후드가 달려

있었다. 이 당시의 후드 복식은 전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성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독면이

나 숄더백을 액세서리로 매치하여 패션성을 가미한

것이었다.

전쟁 이후의 후드 복식은 미국의 기성복 디자이너

를 중심으로 스포츠웨어와 함께 발전하였다. 1940년

대 미국의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은 머리

에 꼭 맞는 후드가 달린 스키웨어를 선보였고, 더 나

아가 웨딩드레스나 이브닝웨어에 후드를 접목하여

미국의 캐주얼한 성향을 의복에 반영하였다<그림

8>38).

40년대의 후드 복식은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

대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

적 보호성이 강조가 되었다. 또한 액세서리를 활용하

거나 아웃도어에만 부착되던 후드를 웨딩드레스에

결합시킴으로써 후드 복식에 패션성을 더하였다. 한

편, 스포츠웨어의 기성복화와 함께 후드 복식의 기능

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이 시대의 후드 복식은

여성의 신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복함으로써

정숙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1960-70년대

1960년대의 후드 복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웨어 디자이너인 보니 캐신(Bonnie Cashin)의 의상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보니 캐신은 후드가 달린 울

저지 드레스<그림 13>39)나 판초<그림 9>,40) 코트<그

림 10>41) 뿐 만 아니라, 스웨이드나 모헤어로 만든

코트 등을 레이어링한 스타일<그림 11>42)로 대중들

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편안한 스

포티브 룩(sportive look)을 소개하였다. 캐신은 기능



服飾 第62卷 3號

- 8 -

<그림 9> Hooded poncho

1967, Bonnie Cashin

- Twentieth Century Fashion, p. 51.

<그림 10> Hooded coat

1967, Bonnie Cashin

- Twentieth Century Fashion, p. 103.

<그림 11> Hooded jersey dress

1967, Bonnie Cashin

-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p. 56.

<그림 12> Crusader hooded garments

1960s, Bonnie Cashin

- Changing Styles in Fashion, p. 49.

<그림 13> Hooded jersey dress

1971, Bonnie Cashin

- Twentieth Century Fashion, p. 104.

<그림 14> Resort wear

1965, Emilio Pucci

- Changing Styles in Fashion, p. 240.

적인 의상과 레이어링 스타일의 선구자였고 그녀의

후드 복식은 후에 스포츠웨어와 기성복, 아웃도어 웨

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웨어에서 후드 복식

의 활용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식물에서 모티프를

얻은 프린트로 명성을 얻은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의 리조트 웨어<그림 14>43)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66년, 미국의 유인우주선 발사와 때를 같이 하

여 1967년 가을 피에르 가르댕은 미래주의 스타일의

털이 달린 후드복식을 선보였고44), 앙드레 꾸레주

(Andre Courreges)는 1968/69 겨울 컬렉션에서 외계

의 희열(Outer space euphoria)이라는 주제로, 눈 부

위만 뚫려 있고 머리 전체를 감싸는 후드와 케이프,

다리에 꼭 맞는 바지와 부츠<그림 15>45)를 선보였다.

이 의상으로 앙드레 꾸레주는 진정한 미래주의 패션

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았으며, 1977년에 선

보인 후드 복식<그림 16>46)은 미래주의 색채가 많이

사라지고 눈만 뚫려 있는 방한모를 쓰고 있어 이전

보다 신체 보호를 위한 기능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6년 파코 라반(Paco Rabanne)

역시 우주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용하여 만든 12개의 ‘실험 의상(experimental dress-

es)'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적인 느낌과 함께

중세의 십자군이 착용하던 후드와 유사한 형태의 후

드 복식<그림 17>47), <그림 18>48)이 등장하였다. 중

세풍의 후드는 보니 캐신의 디자인<그림 12>49)에서

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70년대까지 이어졌다.

1978년 미소니 역시 전형적인 중세 시대 스타일의

넉넉하고 신체를 감싸는 외투에 후드가 달린 의상

<그림 19>50)을 선보였다.

이 시대에는 기존의 아웃도어웨어 중심에서 벗어

나 이너웨어, 이브닝웨어, 캐주얼웨어 등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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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Outer space euphoria

1968, Andre Courreges

- Fashion: 1900-1999, p. 352.

<그림 16> Balaclava hoood

1977, Andre Courreges

- Fashion 150 years, p. 174.

<그림 17> Experimental dress

1966, Paco Rabanne

- Fashion 150 years, p. 179.

<그림 18> Crusader hooded garment

1969, Paco Rabanne

- http://cestloic.blogspot.com

<그림 19> Wrapped and hooded heads

1978, Missoni

- Changing Styles in Fashion, p. 45.

태의 후드 복식이 제안되었으며, 여러 복식 아이템과

레이어링하는 착장 방식으로 후드 복식의 활용가능

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제 후드 복식은 특별한 목

적을 위해 착용되기보다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일

상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대중성을 획득하였다.

또한 우주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

기 위해 후드 복식이 메탈, PVC 등의 소재와 함께

사용되거나 형태가 변형됨으로써 실험성과 파격성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향수를

후드 복식에 반영하여 복고성을 드러내었다.

3) 1980-9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70년대 후반의 복고풍의 영향

이 그대로 이어졌다. 1982년 로날더스 샤마스크

(Ronaldus Shamask)는 두 개의 후드를 겹쳐 쓰고

있는 의상<그림 20>51)을 선보였는데, 이 후드 복식은

전형적인 중세풍의 의상으로 신체를 여러 겹으로 감

싸는 스타일링을 보여 주었다. 80년대의 후드 복식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컬렉션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는데, 미야케는 동양의 민속복식에 영감을

받아<그림 23>52) 안에 여러 겹을 입을 수 있는 풍성

한 형태<그림 21>53), <그림 22>54)의 후드 복식을 제

안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에서 많은 영감을 찾는 디자

이너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는 97-98 F/W

컬렉션에서 힙합 룩에서 영감을 얻어 소재와 형을

변형시킨 미니 후드 티셔츠와55), 니트웨어를 머리 위

로 잡아 당겨 후드 형태로 착장한 후드 복식<그림

26>56), 머리를 여유롭게 감싸는 후드<그림 25>57)를

선보였다. 또한 클래식한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의 대

표적인 디자이너인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역

시 스트리트 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한 의복에

후드 복식을 매치하여 활동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스

타일<그림 27>58)을 선보였다. 코어스는 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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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nveloping apparel

1982, Ronaldus Shamask

- Changing Styles in Fashion, p. 45.

<그림 21> Hood and uncompromising

trousers

1982, Issey Miyake

- Twentieth Century Fashion, p. 170.

<그림 22> Hooded garments

1983, Issey Miyake

- Fashion: 1900-1999, p. 495.

<그림 23> Layering hooded garments

1984, Issey Miyake

- Twentieth Century Fashion, p. 19.

<그림 24> Artistic hooded garments

1999, Issey Miyake

- Fashion: 1900-1999, p. 441.

<그림 25> Hood

1997, Jean-Paul Gaultier

- Collexioni 1997 AW haute coutre

라 니트소재와 후드 복식을 결합하여 1940년대의 클

레어 맥카델이 연상되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디

자인<그림 28>59)의 후드 복식도 제안하였다. 후드 복

식에서 복고풍의 영향은 90년대에서도 계속 이어졌

다. 특히 중세 전기의 리리파이프 후드나 윔플, 중세

말의 베일, 슈가로프, 기사도 모자 등 중세 시대의

모자가 컬렉션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피에르 발망

(Pierre Balmain)은 1990-1991 S/S 컬렉션에서 얼굴

이나 목, 머리를 감싸는 형태의 윔플형 후드를 선보

였다. 파코 라반은 60년대에 이어서 1998년에도 크루

세이더 후드(crusader hood)나 카울, 펠러린 등 다양

한 후드를 응용한 금욕주의 스타일의 의상을 현대적

으로 표현하였다.60) 90년대는 환경오염에 대한 위협

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후드 복식이 적극적

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에는 루시 오르

타(Lucy Orta), 제프 그리핀(Jeff Griffin), YMC의

프레이저 모스(Fraser Moss), 사이먼 쏘로굿(Simon

Throgood) 등이 있다. 루시 오르타(Lucy Orta)가

1991년에 선보인 하비텐트(Habitent)<그림 29>61)는

후드와 소매를 지닌 텐트 형태의 구난 의복으로써

낮에는 판초 형태의 의복으로 착용하고 밤이 되면

거주의 공간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제프 그리핀(Jeff

Griffin)이 1997-98년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피쉬

마우스 재킷(Fish Mouth Jacket)'<그림 30>62)은 착

용자의 얼굴을 완전히 감출 수 있도록 지퍼를 끝까

지 올릴 수 있는 후드가 달려있다. YMC의 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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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Hooded knit wear

1997, Jean-Paul Gaultier

- Collexioni 1997 AW

<그림 27> Hooded knit jump suit

1980s, Michael Kors

- Fashion: 1900-1999, p. 601.

<그림 28> Hoodie with jacket

1980s, Michael Kors

- Fashion: 1900-1999, p. 602.

<그림 29> Refuge Wear-Habitent

1992, Lucy Orta

- http://www.studio-orta.com

<그림 30> Fish Mouth Jacket

1997, Jeff Griffin

- The Supermodern Wardrobe, p. 72.

<그림 31> Sukhoi dress

1998, Simon Throgood

- http://www.simonthorogood.com

<그림 32> Dam Dress

1998, Simon Thorogood

- http://www.simonthorogood.com

<그림 33> Detachable hood

1999, YMC

- The Supermodern Wardrobe, p. 73.

모스(Fraser Moss)가 1999년에 발표한 컬렉션에 등

장한 디테쳐블 후드(detachable hood)<그림 33>63)역

시 착용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착용자의 머리와

어깨를 충분히 덮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쏘로굿의

수호이 드레스(Sukhoi dress)<그림 31>64)와 담 드레

스(Dam dress)<그림 32>65)는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

은 것으로 실험적인 후드 복식의 예를 보여주었다.

이전 시대까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디자

이너의 실험성이나 예술성이 강조되었던 후드 복식

은 90년대에 들어서 시대의 트렌드를 더욱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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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으로 복식의 길이

나 착장방식에 변화를 준 스타일은 후드 복식에 유

행성을 더하였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신체의 중

요 부위인 머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거의 완전히 피복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익명성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착장할 수 있는 후드 복식은 다기능성의

특징을 보였다. 한편, 복고성의 특징은 여전히 후드

복식에 영향을 미쳤고, 이세이 미야케는 신체를 압도

하는 풍성한 실루엣과 여러 겹을 겹쳐 있는 중첩의

스타일링으로 후드 복식에 전위성을 더하였다.

4) 200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관심이 2000년

대에는 사회 환경으로 확대되면서 공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슈퍼모던 사회에 대한 경각심으

로 나타났다. 2000년대의 후드 복식은 전 시대에 비

해 고기능성과 다목적성을 특징으로 한다. 씨피 컴퍼

니(C.P. company)는 200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기능

을 갖춘 후드 복식을 선보였다. 씨피 컴퍼니의 모레

노 페라리(Moreno Herrari)는 2000년 S/S ‘트랜스포

머블(Transformable)' 컬렉션에서 다양한 후드 복식

을 선보였다. 먼저 ‘후디드 클록 텐트(hooded cloak-

tent)'<그림 34>66)는 후드가 달린 길이가 긴 망토로

착용할 수 있으며 이글루 텐트(igloo tent)처럼 변형

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이 외에도 보호기능을 가진

의복으로써 지퍼를 통해 연(kite)으로 변형되는 레드

컬러의 후드가 달린 망토<그림 35>67)를 선보였고,

2000년 A/W ‘어반 프로텍션(Urban Protection)'컬렉

션에서 발표한 ‘아마카(Amaca)'<그림 36>68)는 다크

그린의 후드가 달린 길이가 긴 망토 형태의 외투로

서 해먹으로 변형된다. 또한 ‘트랜스포머블' 컬렉션의

또 다른 디자인인 ‘숄더 팩(shoulder pack)<그림 3

7>69)'은 후드가 달린 웨이스트 코트로써 등 뒤에 부

착된 큰 포켓에 모자를 접어 넣는 등의 간단한 방법

으로 웨이스트코트가 숄더 팩으로 변형된다.70) 이 밖

에도 패트릭 콕스(Patrick Cox)가 2000년 S/S ‘피시

즈(pieces)’ 컬렉션에서 선보인 재킷<그림 38>71)은

후드와 칼라와 소매가 각각 탈부착이 가능하여 재킷,

후드재킷, 웨이스트코트 등으로 변형하여 착용할 수

있다. 코스케 츠무라(Kosuke Tsumura)가 2002년 ‘파

이널 홈(Final Home)' 컬렉션에서 선보인 의상<그림

39>72)은 큰 후드가 부착된 웨이스트코트 형식의 의

상으로 지퍼를 끝까지 닫았을 때 완전히 착용자의

신분과 신체를 은폐할 수 있다. 벡스드 제너레이션

(Vexed Generation)의 벡스드 사이클링 재킷(Vexed

Cycling Jacket)<그림 40>73)은 고기능성의 방풍

(wind proof), 방수(rainproof)소재를 사용하였고, 후

드에는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환기 장치를 달아

주어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었다. 이와 같이 각종 사회적 테러에 대비한 반테러

리즘(anti-terrorism)패션에서는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재킷이나 마스크, 장갑과 함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후드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

다.74)

2000년대 이후의 후드 복식은 보다 적극적인 기능

성의 특징을 지닌다. 씨피 컴퍼니의 얇고 비치는 기

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후드 복식은 다기능성 및 유희성의 특징을 보인다.

이전 시대의 후드 복식이 날씨나 환경오염 등으로부

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00년대의 후

드 복식은 테러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고기능성과 공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보호 기능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후드 복식은 착용자의 정체성

을 감출 수 있는 즉각적인 익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착용자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 존

눈리(John W. Nunley)와 카라 맥카티(Cara Mc-

Carty)는 “‘마스크: 문화의 얼굴’에서 우리는 인지되

지 않는다는 위안을 즐기며 익명으로 남기 위해 마

스크를 착용한다”고 말했다75). 즉 후드의 익명성은

개인에게 자신만의 은신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착용

자에게 위안을 준다. 또한 후드 복식이 주는 익명성

은 개인의 약점을 숨기고 자존감을 증대시키는 효과

도 있다.76) 그러나 머리부터 손까지 온 몸을 피복하

는 형태와 주로 짙은 무채색 계열의 후드 복식은 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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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Hooded cloak-tent

2000, C.P. company

- http://www.cpcompany.com

<그림 35> Kite

2000, C.P. company

- http://www.cpcompany.com

<그림 36> Amaca

2000, C.P. company

- http://www.cpcompany.com

<그림 37> Shoulder pack

2000, C.P. company

- http://www.cpcompany.com

<그림 38> Pieces

2000, Patrick Cox

- The Supermodern Wardrobe, p. 69.

<그림 39> Final home

2002, Kosuke Tsumura

- http://www.finalhome.com

<그림 40> Vexed Cycling Jacket

2005, Vexed Generation

- http://www.core77.com

위험성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상적으로 착용되던

후드 복식인 후디가 서구세계에서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착용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강조

되었고, 단체로 후디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으

로 그 집단의 정체성과 범죄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이후 후드 복식의 특징과 복

식미를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Ⅳ. 결론
예로부터 후드 복식은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목까지 가림으로써 신체의 보온성을 높이거나 착장

자의 신분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되

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대중화, 획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대 사회의 개인은 익명성과 획일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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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후드

복식

특징

-형태: 외형을 전

부 피복, 얼굴은

노출

-소재: 울, 저지 등

드레이퍼리한 소재

-형태: 다양한 복식과의

결합으로 후드 복식의 활

용 영역 확대, 형태, 길이

다양화, 대부분 머리에 꼭

맞는 형태이나 느슨한 경

우도 있으며, 얼굴을 은폐

하는 경우도 있음.

-소재: 울,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재질 사용

-형태: 후드의 형태가 과장되

거나 변형됨, 대부분 느슨한

형태로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

나지 않음. 레이어링된 형태,

디자인의 다변화

-소재: 울, 오간자, 니트, 방수,

방풍 소재 등 소재의 활용 영

역 확대

-형태: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결합 및 변형시킬

수 있음, 얼굴을 거의 피

복하거나, 환기 장치 등

이 달린 후드 등장,

-소재: 방수, 방풍 소재,

생화학 테러 등에 대비

할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

복식미

물리적 보호성,

상징성, 패션성,

정숙성

물리적 보호성,

대중성, 실험성,

파격성, 복고성

물리적 보호성, 다기능성,

복고성, 전위성, 예술성

물리적·심리적 보호성,

유희성, 다기능·고기능성,

익명성, 위험성,

집단의 정체성,

<표 1> 20세기 이후 후드 복식의 복식미

밀성, 자아 정체감의 위기와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되

었고,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춰 후드 복식 역시 새로

운 실용적 가치, 상징적 가치,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후드 복식의

종류를 일상복, 특수복,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난

후드 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상복에는 후디,

아노락, 더플코트, 스누드와 카울 등이 있고, 특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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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방사선 방호복, 화학적·생물학적 방호복, 무진복

등이 대표적이다. 20세기 중반의 디자이너 컬렉션의

후드 복식에서는 후드가 기성복에 스포티함을 더하거

나 새로운 디자인적 요소의 결합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다가 20세기 후반에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고기능성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후드 복식에서 발견되는 복식

미를 시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40년대와 50년대의 후드 복식은 제 2차 세계대

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상징적 가치와 외

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

호성의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액세서리의 활

용 및 이브닝 웨어와의 결합으로 패션성을 추구하려

는 시도가 나타났다. 1960년대의 후드 복식은 미국

기성복 디자이너의 영향으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중

시하는 대중성을 띤 것이 주를 이루다가 유인 우주

선 발사를 계기로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후드 복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금속,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와의 결합은 후드 복식에 실험성, 파

격성을 더하였다. 80년대는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

야케의 후드 복식이 대표적인데 소재의 움직임에 관

심을 둔 그의 디자인은 후드 복식에 전위성, 예술성

을 부여하였다. 한편, 90년대는 환경오염에 대한 각

성과 비판으로 신체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 후드

복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후드

복식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와 생화학

테러 등에 대비한 신체의 물리적 보호 및 심리적 보

호를 위한 다기능성·고기능성을 지닌 복식으로 변모

하였다. 때로는 유희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2000년

대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 의해 착용되었

을 때 익명성, 위험성 및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20세기의 후드 복식은 각 시대

에 따라 실용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 미적 가치가 서

로 공존하는 복합적인 복식미를 지닌 의복이며, 현대

사회의 특징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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