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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a Nerd-chic look, establishes a conceptual founda-

tion for Nerd-chic look and examines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atest modern fa-

shion phenomenon. Nerd-chic look is a combination of ‘nerd’ as a popular collective style and ‘chic’, which

refers to the aesthetic value of a costume style. It is a look that is expressed in fashion that reflects the con-

temporary aesthetic desires based on a nerd's external features and inner valu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rd-chic look are as follows. First, the Nerd-chic look expres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bricol-

age that transforms the familiar meaning of an outdated nerd style to ‘chic’ image by the rearrangement of

the typical nerd style and retro fashion elements. Second, the Nerd-chic look express the aesthetic characteri-

stic of supernormal, as a plain, restrained beauty based on the Normcore fashion mood, disassembly and re-

combination of ordinary items, fit-free styling, and asexual styling. Third, the Nerd-chic look express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eluxe poor, which rejects stereotypical and expensive luxury and presents a more

contemporary and futuristic spirituality. It is expressed in oversized shapes that are not intended to fit the

body and show incompatibility between fashion items or way of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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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노멀, 디럭스 푸어

I. 서 론

글로벌 SPA 브랜드의 영향으로 하이패션 스타일이 보

편화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개인화된 매체를 통한 정

보의 다발적 확산은 소비자의 개별 취향에 따른 소비행

태를 극도로 다원화, 세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입각한 시장세분화를 무력화하고,

소비에 있어서 취향공동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

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부각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과거에 특정 취향을 집중적으로

향유하는 이들을 흔히 부정적 어감으로서 ‘너드(Nerd)’라

는 명칭으로 일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하여

너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현재의 너드들은

넘치는 소비사회의 선택지 속에서 결정장애를 겪는 소

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화, 드라마, 음

악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너드의 이미지가 양산되면

서, 대중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너드들을 목도

하고 있다.

너드의 이미지 변화는 너드에 대한 인정과 주목을 가

져왔고, 너드의 스타일과 외모를 모방 또는 지향하는 패

션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너드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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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이다. 너드시크룩이란 대중적 집단양식으로서의 ‘너

드’와 복식양식 장르의 미적 가치를 가리키는 ‘시크’의

합성어로서, 너드의 외적 특징과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 시대의 미적 욕구를 반영하여 복식으로 표현한 룩이

다. 너드시크룩은 너드의 고유한 아이템과 독특한 조형

적 특성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아직 너드시크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너드시크룩의

등장배경 고찰 및 개념정립을 통해 너드시크룩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너드시크룩의 미적 특성을 규

명함으로써 최근의 현대패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를 통해 너드시크룩

이 하나의 양식으로서 주류패션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패

션 디자인 발상에 적용, 급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관련

상품개발을 위한 미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

의를 두었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드의 개

념과 등장의 사회, 문화적 배경 및 2000년대를 전후하여

변화해 온 너드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고, 너드의 일반적

인 스타일과 너드시크룩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개념분석 방법론으로써 너드의 사전적 의미부터

학술논문, 관련 기사 및 문헌 등을 참고로 하는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 너드와 너드시크룩에 대한 개

념정립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너드시크룩의 미

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너드시크룩의 표현특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Vogue』및 패션 브랜드 홈페이

지를 검색하였다. 고찰의 범위는 너드시크룩의 등장시

점으로 볼 수 있는 2011년 S/S 시즌부터 2017년 리조트

컬렉션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너드시크룩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진과 #Nerd, #Nerdy, #Nerdin-

ess를 키워드로 하는 스트리트패션 사진 등 총 248장을

고찰,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너드의 사전적 정의와 유래

너드의 사전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Merriam-Web-

ster(2016)는 ‘통상적으로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행

동하는 사람’, ‘기술에 관련된 주제와 컴퓨터와 같은 분

야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The Oxford Pocket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2009)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루할 정도로 학구적인 어

리석고 멸시할 만한 사람’, ‘특정한 기술 분야나 직종에

서 지능적이고 외곬적인 전문가’로 정의되어 있다. Wi-

kipedia(2016)는 위의 정의에 더해, ‘지능이 뛰어나지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을 전형적으로 이르는 말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픽

션, 판타지 같은 대중적이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비주류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비

록 경멸적이고 고정관념에 가까운 말이지만, 일부에서

는 자긍심과 특정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인식

되기도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너드’라는 단어는 본래 1950년 미국의 카투니스트 겸

작가인 닥터 수스(Theodor Seuss Geisel)가 그의 책『If I

Ran the Zoo(1950)』에서 ‘상상의 동물원에 a Nerkle, a

Nerd, and a Seesucker를 데려왔다’는 구절에서 처음 사

용한 신조어였다(“In praise of nerds”, 2008). 작가가 만

들어낸 속어들 중의 하나였던 너드는 1951년 10월『뉴

스위크지』에서 ‘고집 세고 위험은 감수하기 싫어하는

편협하고 지루한 캐릭터’인 ‘Square’와 동의어로 사용

되었고(Zittlau, 2011/2013), 이후 1960년대에 현재 통용

되는 너드의 의미로서 ‘Nurd’, ‘Gnurd’, ‘Knurd’ 등으로

표기되어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Rensselaer Polyte-

chnic Institute; RPI) 매거진을 비롯한 대학 매거진들의

풍자적인 글에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ABC TV 시

트콤 <Happy Days(1974~1984)>가 방영되면서, 극 중에

너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됨으로써 대중화되기 시작

하였다.

단어 사용이 대중화됨과 더불어, 과거부터 존재해 왔

던 특정 성향의 사람들에게 너드라는 명칭이 덧붙게 되

었다. 특히 197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

하면서 컴퓨터에 집중했던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너드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표상화되기 시작하였다. 비사회적, 비

사교적인 특성을 가진 너드들은 컴퓨터를 그들의 완벽

한 상대자로 삼았으며, 일상 언어가 아닌 비트(bit)와 바

이트(B)로 대체되는 의사소통 체제에 몰입함으로써 특정

한 인간형으로서 대중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컴퓨

터에 집중했던 너드 외에 타 분야의 너드들도 존재하였

는데, 이들은 너드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괴짜, 긱, 오타

쿠, 버핀, 도르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다. 1980년대

를 거치면서 빠르게 발전한 컴퓨터와 테크놀로지 수준

은 점차 일반인들과 괴리된 반면, 여기에 몰입했던 너드

는 컴퓨터 및 테크놀로지와 이음동의어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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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all, 1999). 사회,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던 1990년대까지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집

중하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너드는 ‘제너럴리스트’에

비해 대중적 매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 너드의 특징

위에서 언급한 너드의 부정적 이미지는 너드의 관심

사와 무관심사가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사실에서 기인

한 것이다. 이는 너드의 첫 번째 특징으로, 너드는 일반

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양면적 특징을 보이는데, 너드가

가진 극단적 양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드의 관

심은 논리 ·분석 ·집중 ·냉철한 지성과 특정 분야에 관

련된 능력, 원칙에 대한 일관된 지조와 충성된 자세, 기

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믿음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신체와 외모, 사회적 인간관계, 경제 및 물질

적 소유 가치에는 무관심하여, 이러한 무관심사와 관련

된 특징들로 인해 너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다.

너드의 관심사와 무관심사가 극도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너드의 두 번째 특징은 그를 둘러싼 조건들을

교환의 가치로 인식하고 취한다는 것이다. 즉, 너드는

보통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적당히 가지려고 하기보다

얻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교환의 원론적

규칙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Turkle(1984)은 너드의 자

아정체성 연구를 위해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

chnology)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스노그래픽적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그 결과, MIT 대학생들은 미적 신체에 대한

포기, 성적 관계의 포기에 따른 ‘외톨이’ 또는 ‘루저(Lo-

ser)’라는 호칭에 대해 자발적 긍정을 나타내며, 그러한 자

기 신체혐오는 기술적인 숙련과 완성도를 발전시키는 것

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Noble(as cited in Bull-

ough, 1993)의 연구에서도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하위문

화에서는 여성 및 육체적 쾌락을 금하는 중세 교회의 금

욕적 미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너드에게 나타나는 교환의 규칙에 대한 극단적 성향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극단적 양면성, 교환의 규칙과 더불어 언어사

용, 인종, 성성(Sexuality)에 있어서도 너드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명확한 특징을 나타낸다. 너드와 언어 및 인종

에 관한 Bucholtz(2001)의 연구에 따르면, 쿨(Cool)족과

너드족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쿨족

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토착화된 영어와 그들의 하위

문화를 상징하는 비속어(Slang)를 차용하지만, 너드족은

표준 영어를 구사하며 여기에 종종 게르만어와 그리스-

라틴어를 섞어 표현하는 취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러한 격식을 갖춘 어휘의 선택, 섬세한 음운 형식, 규정

에 어긋남이 없는 표준 문법으로 특징지어지는 너드의

언어 사용을 ‘수퍼스탠다드 영어(Superstandard English)’

라 명명하였다. 이는 너드들이 차별화된 언어 사용을 통

해 자신들을 일반인과 차별화하며, 자신들이 일반인들보

다 영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언어 사용은

너드 집단의 표식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인종에 있어서 너드는 ‘Too White’로 압축되며,

쿨하고 트렌디한 백인 집단,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하위문화를 받아들이고 비속어를 구사하는 백인들과는

차별되는, 이른바 ‘하이퍼화이트(Hyperwhite)’로 구별,

명명되는 인종적 특징을 보인다(Eglash, 2002). Zhang

(2010)은 인종에 따라 너드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유럽계 미국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시아계

미국인, 중남미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순이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학술적 성취에 가장 가까

운 집단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성에 있어서 너드는 약화된 육체적 남성성

을 포기하면서도 지배적 남성성을 취하기 위해 동성사

회성(Homosociality)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성

사회성은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이『Between Men

(1985)』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 너드의 동성사회성은

과학기술과 컴퓨터 문화에 기초한 남성성이라 할 수 있

다(Wright, 1996). 너드의 동성사회성은 백인 남성의 지

배적 남성성을 비꼼으로써 육체적 남성성으로부터 거

리를 두는 동시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지하고 가

치 절하함으로써 여성성과도 거리를 둔다. 즉, 너드의 성

성은 본성적으로는 이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사

회적 성역할에 있어서는 규범적 남성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Kendall, 2000).

너드의 동성사회성은 197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및 컴퓨

터 발전이 활성화되면서 꾸준히 표출되어 온 너드 정체

성의 중요한 기저를 이루며, 통상적으로 여성 너드에 비

해 남성 너드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뒷받침하는 근

거라 할 수 있다.

3. 너드에 대한 인식변화

너드에 대한 대중적 인식변화는 너드를 소재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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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컨텐츠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다. 과거 사회, 문

화 전반을 통해 소비되었던 너드의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비정상적 타자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브로드웨

이 뮤지컬을 모티브로 하여 1978년에 개봉한 영화 <Gr-

ease>에는 유진 펠스닉(Eugene Felsnic)이라는 캐릭터가

조연으로 등장한다. 이 캐릭터의 갈라지는 목소리, 사회

적 관계 맺기에 어색한 행동, 두꺼운 안경과 불안정한 심

리, 예의바르지만 얼빠진 모습은 당시의 너드에 대한 보

편적이고 대중적인 인식을 잘 드러낸다. 이후 1984년에

개봉한 영화 <Revenge of The Nerds>에는 너드들이 주

연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너드 캐릭터들은 역시

바보 또는 얼간이 같은 느낌의 부정적 관점에서 묘사되

었다. 그러나 영화의 스토리는 괴롭힘을 당하던 너드들

의 통쾌한 승리로 이루어졌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스토

리에 의외의 열광을 보냈다(Fig. 1). 이후 1985년과 1986년

의 <The Breakfast Club>, <Ferris Bueller's Day Off>에

서는 이전의 너드와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한다. 존재만

으로 재미와 웃음을 자아냈던 단선적인 너드 캐릭터가

아닌 감정과 희망, 꿈 등이 있는 인간화된 너드가 등장

하면서 대중문화에서의 너드 이미지 변화를 예고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서 너드의 표상은 완전히 바

뀌어왔다. 2003년 Fox TV의 <The O.C.>에는 자칭 너드

를 주장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스스로 만화 오타쿠

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연약하고 신경질적이지만 사

랑스러운 너드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이에 대해『Ame-

rican Nerd(2008)』의 저자 벤자민 누젠트(Benjamin Nu-

gent)는 ‘TV를 통한 현대적 너드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

다. 과하게 교육받고, 분석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너

드가 매력적이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France, 2009). 영화와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트콤과 리얼리티 쇼 등 다양

한 형태의 컨텐츠를 통해 너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2007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

즌 11을 앞두고 있는 미국 CBS 시트콤 <The Big Bang

Theory>는 너드 캐릭터들의 활약에 힘입어 시청률 1위

를 고수하고 있으며<Fig. 2>, TBS의 리얼리티 쇼 <King

of the Nerds>는 너드 성향의 참가자들이 주어진 도전

과제에 따라 경쟁을 하여 상금을 타는 과정을 통해 캐

릭터를 부각시켰다.

너드는 대중문화 안에서 표상적 이미지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그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1996년에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Triumph

of the Nerd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5년까지 미국

에서의 컴퓨터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스티브

잡스(Steve Jobs),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빌

게이츠(Bill Gates),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폴 알렌

(Paul Allen), 빌 앳킨슨(Bill Atkinson), 앤디 허츠펠드

(Andy Hertzfeld), 에드 로버츠(Ed Roberts), 래리 엘리

슨(Larry Ellison) 등 당대 컴퓨터 분야 유명인사들의 방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존하는 너드들이 위대한 선구자

의 모습으로 전달됨으로써 대중적 인식의 변화가 촉진

되었다.

현실의 너드는 2000년대 이후로 사회가 급격하게 디

지털화되고, 인터넷과 개인화된 네트워킹 시스템이 일

반화되면서, 스마트폰과 SNS를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

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가져야했던

많은 단점들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Victory of the Nerds’라는 말이 회자되고, 새

너제이 국제공항과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 시애틀 등을 오가는 비행기에 ‘너드 비

행(Nerd Flight)’이라는 별칭이 붙는 등 너드에 대한 달라

진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빌 게

Fig. 1. Revenge of The Nerds.

From Kanew. (1984).

http://movie.naver.com

Fig. 2. The Big Bang Theory.

From The Big Bang Theory: Season 6 Episode 4. (n.d.).

http://www.cbs.com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62 –

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Mark Zukerberg)와

같은 사회, 경제적 유명인사가 된 컴퓨터 너드들이 비단

컴퓨터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화 다방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공학도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

계 젊은 세대의 역할모델로 떠오르게 된 것도 너드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었

다.

III. 너드의 일반적 스타일과 너드시크룩

1. 너드의 일반적 스타일

앞 장의 연구를 통해, 너드는 외적 특징에 있어서 자

신의 신체와 외모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에도 무심하여 이를 위한 치장을 등한시하며, 경제적, 물

질적 소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가진 복

식 착용의 동기인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무시하

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복식 착용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너드들은 자연적 소산

물로서 생리적 ·심리적 욕구에 의한 보호적 기능이나,

인체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감추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

능만을 발휘하기 위해서 복식을 착용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그러나 너드의 일반적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그들만의 사회적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해 몇 가

지 규칙을 지키며 복식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Roach and Eicher(1965)의 복식의 도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패션을 등한시하는 너드들 이지

미나 복식의 도구적 기능만을 취하지는 않으며, 자아정

체성에 대한 전달 매체로 복식의 표현적 기능을 제한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너드의 일반

적인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드는 복식 선택에 있어서 기능성과 유용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복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드들

은 복식을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한 매개체로 이해하며,

보상이라 함은 관심사에 대한 능률을 올리기 위한 최선

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동시대의 유행체

계에 적응하면서 패션을 선택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저커버그는 2015년 10월

페이스북 사용자들과의 공개 질의응답에서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가’라는 질문에, ‘이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결정의 수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2016년 1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날 올린 옷장 사진에는 회색 티

셔츠와 후디들이 소박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3). 이렇듯 너드의 복식 선택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

한 희생이며, 따라서 유행체계와는 무관한 기능성과 유

용성에 따라 옷을 입는다. 패션을 소중히 여기고 유행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너드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집단 내에서 그들이 중요시하는 원리원칙의 구현,

일의 효율이나 성취, 개인적 능력의 향상 외에 다른 보

상을 바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너드들

의 스타일 아이템으로는 아우터로서 점퍼, 상의로서 후

디, 스웨트 셔츠, 티셔츠, 하의로서 진, 치노 팬츠, 트레

이닝 팬츠, 액세서리로서 뿔테 안경, 스니커즈, 캡 등 캐

주얼한 복식이 지배적이다.

기능성과 유용성에 가치를 둔 너드의 복식 선택은 자

아정체성과 집단정체성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

다. 복식 선택에 있어서의 기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믿음

은 복식 아이템 자체뿐만 아니라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소재의 선택, 활동성에 따른 실루엣의 선택 등에도 영향

을 미친다.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의『Steve Jobs:

Die autorisierte Biografie des Apple-Grunders (2011)』에

나오는 옷장 이야기에서, 잡스는 이세이 미야케(Issey Mi-

yake)가 그를 위한 ‘유니폼’으로 제작해 준 수백 장의 검

정색 터틀넥 니트를 가리키며, ‘이것이 내가 입는 옷이

고, 평생을 입을 만큼 충분한 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

다. 이는 그가 패션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실용적인 옷차

림을 선호하였다는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

Fig. 3. Mark Zuckerberg's wardrobe.

From Fiegerman. (2016). http://masha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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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이 반영된, 철저하게 통제된 너드적 복식 선택 행

위이며, 너드 스타일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다(Fig. 4).

둘째, 너드는 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복식, 곧 무성성

(Asexuality)적 복식을 선택한다. 앞서 언급한 기능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캐주얼한 복식 아이템들은 모두 무

성성에 가까운 중성적 성성을 나타낸다. 너드의 일반적

스타일에 나타나는 중성적 아이템들은 대체로 무채색을

보이며, 유채색일 경우 톤 다운된 색채가 선호되고, 패턴

이 최대한 배제된 단색 배색을 선호한다. 패턴이 선택될

경우, 패션을 통해 이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등한시

하는 태도로 인해 중성적 색채의 플레이드, 전통적 체크

패턴 등과 같은 보수적인 느낌의 복식 아이템을 선택하

는 경향이 나타난다 (Fig. 5). 또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

지 않고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인해 물

려받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패션을 통

해 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너드들에게 불편한 일이며,

너드가 여성인 경우에도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Fig. 6>은 CBS 시트콤 <The Big

Bang Theory> 시즌 5의 영상캡처 사진이다. 생물학 박사

캐릭터로 등장하는 에이미 패라 파울러(Amy Farrah Fo-

wler)는 전형적인 너드형 여성으로, 에이미가 착용하는

Fig. 4. Uniform (black turtlenecks, jeans, sneakers) for Steeve Jobs.

From Nooitgedagt. (2015). http://amfi.nl

Fig. 5. ‘90s Nerd style in Akihabara, Japan

and a nerd character on <Train Man(2005)>.

From Ashcraft. (2014). http://kotaku.com;

Densha Otoko. (n.d.). http://www.mangaluxe.com

Fig. 6. Amy's nerd style

on <The Big Bang Theory> (2014).

From Admin. (2012). https://wornontv.net;

Linda. (2014b). https://worno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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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은 여성성을 최대한 감추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셋째, 너드는 조건적 장식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는 복식을 선택한다. 복식의 장식적 요소

는 기능성, 유용성과 대치되는 것이므로 너드들에게 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나, <Fig. 7>과 같은 만화 및 영화

의 캐릭터나 로고, 명대사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기호나 <Fig. 8>과 같은 수학, 과학 기호와 연관된

컴퓨터 산업 관련 기호 등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

야의 주제나 소재가 디자인 요소로서 복식에 사용되었

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

식적 요소의 선택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기호

에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상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

<Fig. 7>에서 셸던이 착용한 슈퍼맨 로고티셔츠는 사회

악에 대응하는 자신의 절대선적 윤리관, 슈퍼맨 로고와

관련하여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있

다는 과시적인 지적 태도, 즉 누군가가 먼저 질문해 주길

바라는 태도와 자신의 능력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자

부심을 함축하고 있다. <Fig. 8>의 칼텍의 티셔츠 또한

‘B>평균을 구하는 수학식’을 통해 ‘Be greater than ave-

rage’를 의미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이 일반인보다 우월

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너드가 일반인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2. 너드시크룩의 개념과 등장배경

너드시크는 너드의 복식에 관한 외적 특징과 내적 가

치를 세련된 하나의 모드(Mode)로 받아들여 2016년을

전후하여 유행한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이자 패션계에

실재하는 이슈이다. 너드시크룩이란 대중적 집단양식으

로서의 너드와 복식양식 장르의 미적 가치를 가리키는

시크를 합친 것으로, 너드가 갖는 외적 특징과 내적 가

치를 바탕으로 현 시대의 미적 욕구를 반영하여 복식으

로 표현한 룩을 말한다. 너드시크룩은 2010년대 이후,

기존의 일반적인 너드 스타일에서 한걸음 나아가 하나

의 새로운 양식으로서 등장, 확산되었는데, 두산백과

(Doopedia)에서는 긱시크(Geek chic)의 관련어로서 너

드시크를 특정 분야에 지식은 많으나 매력 없고 사회

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옷과 액세서리를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패션 트렌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Geek chic”, n.d.).

21세기 사회에서 IT가 사회변화의 중심이 되면서 너

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은 전

술한 바 있다. 즉, 한 가지 분야에 파고드는 21세기 너드

의 ‘스페셜리스트’적 성향은 경제적 불황기를 살아가는

젊은 대중들에게 사회, 경제적 성공의 역할모델이 되었

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음으로써 너드의 스타일 또한 자연스럽게 대중들에

게 인식되는 계기를 얻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신

었던 뉴밸런스 992 스니커즈를 비롯한 9시리즈 스니커

즈의 꾸준한 인기,『뉴욕타임즈』의 ‘마크 저커버그는 라

이프 스타일의 구루(Guru, 영적지도자)’라는 기사(Ha-

ber, 2016) 등은 너드 스타일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

심과 수용을 의미한다. 너드 스타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

Fig. 7. Sheldon's Superman logo

on <The Big Bang Theory> (2014).

From Linda. (2014a). https://wornontv.net

Fig. 8. Nerd style T-shirt.

From Caltech t shirt. (n.d.).

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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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택은 디자이너의 미적 욕구를 자극하였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은 너드 고유의 스타일에 디자이너의 창조

적 예술미가 가미된 너드시크룩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너드시크는 기본적으로 개념상의 모순을 내포한다. 패

션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패션을 등한시하는 너드가 디

자인 영감의 원천이 되는 한편, 세련된 너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드시크가 가능한

이유는 너드의 외적 특징과 내적 가치 중 일부가 현재

의 시대정신과 부합하여 대중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

였으며, 디자이너들은 패션을 통해 이를 세련되게 표현

하였기 때문이다.

너드시크룩의 등장배경에는 2010년대 들어 나타난 놈

코어(Normcore) 트렌드와 경제적 불황기를 환기시키는

복고적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킨포크(Kinfolk) 라이

프 스타일로부터 파생되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나

타난 놈코어 트렌드는 본질을 향한 합목적, 지향적 실

용미를 추구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지친 대중들

에게 편안함의 대명사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된 놈코어

트렌드는 자연주의적 감성을 지닌 평범하고 기본적이

지만 럭셔리한 프리미엄 캐주얼 패션 스타일을 확산시

켰다.『뉴욕타임즈』,『더 가디언』,『워싱턴포스트』등

각종 언론은 너드시크를 ‘새로운 놈코어’, ‘뉴 노멀’로

표현하며(Bang, 2015), 너드시크의 배경에 놈코어가 존

재함을 언급하였다. 이 과정은 놈코어 트렌드로 인해 평

범함이 멋진 것으로 인식된 복식에 하나의 모델로서 너

드가 투입되고, 여기에 놈코어와의 차별화에 대한 욕구

가 더해지면서 너드의 특성을 반영한 너드시크룩이 탄

생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활황기를 추억하며 나타나는

복고적 분위기의 문화적 양상이 소비심리의 변화와 함

께 다양한 소비패턴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는 점도 너

드시크룩의 등장배경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중

문화를 향수하는 레트로 패션 스타일과 키덜트 패션 스

타일에 더불어, 너드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이 더해지

면서 최신 유행과는 멀어 보이는 낡고 빈티지한 너드의

스타일이 패션으로 발전하여 대중적 관심과 공감을 얻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너드시크룩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

드라는 특징적 집단의 복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위문화의 상향전파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시

적, 곧 발생과정에 따른 관점에서 보자면 주류문화의 하

향전파로 볼 수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 주류문화의

하향전파로 보는 이유는, 너드 본인들은 정작 패션을 통

해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본인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

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디자이너들의 선택에

의해 의도적으로 패션화되었기 때문이다. 너드들은 비

사회적, 개인화, 소수 집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

션 트렌드나 유행, 즉 외향적으로 동질적인 그룹을 의도

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무관심하며, 패션 회피적인 차원

에서 최소한의 복식 행동을 하기 때문에, 패션 스타일에

대해 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패션을 통한 미적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너드

시크룩은 너드 문화 바깥에 위치한 디자이너라는 제3

자의 관찰을 통해 의도적으로 채택되어 패션화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들은 너드 복식 특유의 본질적

가치를 선택적으로 강화 또는 배제하거나 뒤틀어 너드

시크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양한 미적 가치를 창출

하였으며, 너드가 보여준 스타일의 외적 형식과 내용을

추출하여, 고상하고 잘난 척하는 하이패션이 아닌 패션

루저들의 반란과 같은 대중적 영웅적 풍미를 자극함으

로써 대중의 관심과 호응, 나아가 익숙함을 통한 친근

함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IV. 너드시크룩의 미적 특성

1. 브리콜라주(Bricolage)

너드시크룩은 기존의 일반적인 너드 스타일의 특징

적 아이템과 현대패션의 복고적 요소들의 재배치를 통

해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너드 스타일이라는 익숙

한 의미체계의 틀을 깨고, 시크한 이미지로 재편함으로

써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표출한다. 즉 너드시크룩은 이

미 존재하는 너드의 의미를 변화시켜 기존의 너드와 구

별되는 ‘세련된’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브리

콜라주적 특성을 보인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Lévi-

Straus, 1966)가 사용한 후 현대의 지적 활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브리콜라주는 특정한

문화구조 안에서 여러 전통적 요소들이 조합될 수 있다

는 개념으로, 실용예술 및 순수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범

주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즉 브리콜라주는 기존에 연계되지 않는 대상

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의 조합, 재정렬, 치환

을 통해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너드 스타일의 전형적인

아이템들에 아버지,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오

래되고 낡은 레트로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생산한 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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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룩은 브리콜라주적 특성을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브리콜라주는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통해 독창적

인 전체성을 만드는 창조적 기법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는 일반적, 전형적 너드 아이템과 스타일이 복고적 요소

들과 조합되어 너드시크룩이라는 새로운 룩으로 표현

되는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 때 과감한 소재와 컬러의 사

용, 다양한 텍스타일 패턴의 창조적 조합을 통해 재해석

함으로써 새로운 전체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인다. 너

드시크룩의 경우, 복고풍 프린트와 잔잔한 꽃무늬, 빈티

지한 모피를 비롯하여 아가일 무늬와 체크 패턴의 니트,

커다란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를 레이어드 하며, 모델들

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스타

일링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에 베레모를 눌러쓰는 스

타일을 통해 대놓고 촌스러움을 드러내는데, 이와 같은

촌스러움, 헝클어짐 등이 패션에 무관심한 너드들의 스

타일이 아닌 트렌디하며 시크한 잇 룩(It-look)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얼굴의 반을 가릴 정도의

투박하고 두꺼운 뿔테 안경은 너드들의 대표적인 아이

템으로, 여성 패션에서는 결코 트렌디하거나 아름다움

을 대변하는 아이템이 아니었으나, 흐트러진 머리, 메이

크업하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과 조합되어 너드시크룩

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Fig. 9)−

(Fig. 12).

브리콜라주적 특성을 보이는 너드시크룩은 하이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너드시크룩

남성복의 경우, 덥수룩한 헤어스타일과 두꺼운 뿔테 안

경, 구겨진 셔츠와 치노 팬츠 등의 전형적 너드 아이템

을 차용하면서, 하이패션에 어울리는 섬세한 디테일과

소재, 텍스타일 패턴의 조합을 통해 세련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

켈레(Alessandro Michele)가 이끄는 구찌(Gucci)는 2015

F/W, 2016 F/W, 2016 Resort 컬렉션, 2017 Resort 컬렉

션 등을 통해 다양한 너드시크룩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커다란 리본 블라우스, 뿔테 안경, 빈티지한 가방과 베

레모 등 낡고 오래된 너드 스타일에 하이패션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과감한 소재, 다양한 패턴, 남녀

의 구분이 모호한 스타일링을 더해 너드의 괴짜스러운

무드를 포함하면서도 맥시멀적 시크함을 보여줌으로써

브리콜라주적 특성을 표출하였다(Fig. 9), (Fig. 13).

여성복의 경우는 그래니룩의 아이템들이 너드시크룩

을 이끌고 있는데, 복고풍 꽃무늬, 실크 소재 원피스, 빈

티지한 스웨터와 리본 블라우스 등 그래니룩(Granny

look)으로부터 유래한 빈티지한 아이템의 차용이 두드

러진다. 여기에 커다란 뿔테 안경, 베레모 등 전통적 너

드 아이템들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그래니룩에 대한 모

방이나 재현이 아닌 새로운 맥락의 패셔너블한 너드시

크룩을 표현하고 있다(Fig. 11)−(Fig. 12). 소위 레트로,

Fig. 9. 2016 Gucci resort collection.

From Chen. (2015).

https://theknockturnal.com

Fig. 10. Gucci

2015 F/W RTW (I).

From Phelps. 

(2015a). http://

www.vogue.com

Fig. 11. Gucci

2016 F/W RTW.

From Mower. 

(2016a). http://

www.vogue.com

Fig. 12. Gucci

2017 Resort

collection.

From Mower. 

(2016c).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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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낡고, 복고적인 스타일은 시대별로 지속되어 왔는데,

1990년대의 그런지룩은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헤

미안적인 낡음과 시시함, 일상성을 연출하였고, 2000년

대의 빈티지룩은 낡음 그대로, 낡았기 때문에 멋있어 보

이는 연출이었다면, 2010년대 너드시크룩에서 활용된

그래니룩은 트렌드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유행에 무관

심해 보이는 시크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너

드의 일반적 스타일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F/W 베트멍(Vetements)<Fig. 14>의 빈티지한

드레스, 2016 F/W 발렌시아가(Balenciaga)<Fig. 15>의

무채색 체크 코트, 2016 S/S 미우미우(Miu Miu) 컬렉션

<Fig. 16>의 아가일 스웨터와 니트 스커트 등은 그래니

룩의 아이템들과 전형적인 너드 아이템의 조합을 통해

세련된 스타일로 재탄생한 너드시크룩을 보여준다.

2. 수퍼노멀(Supernormal)

2014년 영국의 일간지『더 가디언』이 ‘너드는 새로운

평범함’(Chu, 2014)이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너드시크

룩은 평범함을 통한 특별함, 평범하면서도 절제된 시크

함을 표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퍼노멀(Supernor-

mal)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그 의미는 평범하고 절제

된 아름다움으로,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절제하고 사용

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을 내포한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범함(Normal)’과 ‘특별함

(Super)’이라는 상반된 개념의 조합을 통한 수퍼노멀이

라는 미적 추구는 너드시크룩이 견지하는 ‘촌스러움’과

‘시크함’이라는 양면적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단순한 외적 차별화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해방

감을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너드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로서 촌스럽고 유행에 뒤

떨어지는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너드시크는 꾸

미지 않은 듯한 남다른 스타일을 적극적이고 의식적으

로 추구하고 수용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평범한 스타

일을 차용하지만 일반적인 너드의 평범함, 촌스러움과

는 정반대의 개념인 힙스터(Hipster)적 의미를 내포한다

는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너드인 스티브 잡스의 검정

터틀넥과 리바이스 501 청바지, 뉴발란스 992 운동화의

반복 착용은 극도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아이템을 자발

적으로 선택한 착용자의 의도된 공식이었으며, 이러한

스타일에 패션 디자이너들의 감각적 반응이 더해짐으

로써 발전한 너드시크룩은 외적으로는 평범하고 어수

룩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최신의 시크함을 표출

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 무관심자인 너드로부터 영감을 받아 패션화된

너드시크룩은 최근의 패션 트렌드인 놈코어 트렌드의

맥락을 계승한다. 패션의 본질은 ‘다름’에서 오는 것인

데, 너드시크룩의 탄생을 암시했던 놈코어 트렌드는 애

Fig. 13. Gucci 2015

F/W Menswear

Collection.

From Blanks. (2015a). 

http://www.vogue.com

Fig. 14. Vetments

2015 F/W RTW (I).

From Vetements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Collection. 

(2015). http://www.vogue.co.uk

Fig. 15. Balenciaga

2016 F/W RTW.

From Mower. 

(2016b). http://

www.vogue.com

Fig. 16. Miu Miu

2016 S/S RTW.

From Mower.

(2015).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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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이에 반하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의 2014년 패션

스타일 기사(Duncan, 2014)에는 ‘최근 소호 거리의 사

람들이 젊은 아티스트인지, 평범한 관광객인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다. 즉 너드시크룩은 놈코어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의복 착용의 본질을 소구하며, 소박

함, 평범함, 단순함, 기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단순한 외적

차별화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해방감을 표현하는

놈코어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너드시크룩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평범

함을 기조로 하는 놈코어 무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

감각으로써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미니멀리즘을 더함으

로써 평범함과 촌스러움을 극복한다. 옷장에 한 두 벌

씩은 있을법한 평범한 아이템들에 본질을 두되, 그것들

의 해체와 재조합, 몸에 맞지 않는 듯한 핏(Fit), 혹은 핏

에 무관심한 착장이나 스타일링을 통해 너드 특유의 괴

짜스러운 개성을 드러내며, 중성적인 아이템들을 통해

성별의 구분이 모호한 무성적 스타일링이 나타난다. 이

와 같은 표현은 몸에 잘 맞음으로써 단정하고 완벽한 패

션 스타일을 통한 외적 차별화보다는 착용자의 본질과

개성, 실용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자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범

하지만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수퍼노멀의 미적 특성

을 나타낸다.

2015 F/W 베트멍, 2016 F/W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는 후드 티셔츠, 트레이닝 팬츠, 라운드넥

티셔츠, 체크 패턴 셔츠, 데님 등 평범한 캐주얼 아이템

들과 평범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외모에 신경쓰지 않은

듯한 스타일링의 모델들을 통해 평범하면서 절제된, 캐

주얼한 무드의 너드시크룩을 보여주었다(Fig. 17)−(Fig.

18). 2016 S/S 클로에(Chloé)와 2015 F/W 라코스테(La-

coste)는 트레이닝복이라는 너드 특유의 평범한 일상 아

이템과 쉬폰 소재 맥시 스커트와 테일러드 코트 등 포

멀한 아이템을 매치하면서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스타

일링을 통해 수퍼노멀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Fig. 19)

−(Fig. 20).

3. 디럭스 푸어(Deluxe Poor)

너드시크룩은 고정관념을 깬 황폐함, 빈곤함 및 세련

된 소탈함을 통해 구태의연하고 과시적인 사치를 대체

하고, 보다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성을 제시하

는 디럭스 푸어(Deluxe Poor)의 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구체적으로 착장에 있어서 복식 아이템들 간의 부

조화 및 오버사이즈(Oversize)를 통해 나타나는 신체불

균형과 신체확장의 외적 특징을 통해 비균형, 비균제적

미를 표출한다.

본래, 너드는 외형적으로 평균적인 체형 및 외모와 동

떨어진 경우가 많다. 보통 체형보다는 작은 키에 삐쩍

Fig. 17. Vetments

2015 F/W RTW (II).

From Vetements Autumn/Winter

2015 Ready-To-Wear Collection.

(2015). http://www.vogue.co.uk

Fig. 18. Gosha Rub-

chinskiy 2016 F/W (I).

From Gosha Rubchinskiy 

Autumn/Winter 2016 Mens-

wear Collection. (2016). 

http://www.vogue.co.uk

Fig. 19. Chloé 2016 

S/S RTW.

From Phelps.

(2015b). http://

www.vogue.com

Fig. 20. Lacoste 

2015 F/W RTW.

From Blanks.

(2015b)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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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저체중이거나 뚱뚱한 체형인 경우 및 부스스한 머

리에 안경을 쓰고 주근깨 많은 피부와 치아교정을 하는

모습으로도 종종 묘사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체형과 외모에 어

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복에 대

한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주로 자기 외형과 관계없이 크

고 헐렁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를 보인다.

이러한 너드의 스타일은 너드시크룩으로 표현됨에 있

어서 복식 아이템이나 착장 방식의 부조화, 몸에 맞지

않는 의도된 오버사이즈로 표현된다. 특히 하이패션을

통해 나타난 너드시크룩의 오버사이즈는 가난과 빈곤의

상징이라는 기존의 ‘푸어(Poor)’와는 개념적으로 대치되

는데, 그것은 너드 스타일의 단순하고 낡은 이미지, 촌스

러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패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

영한 것으로써 하이패션의 엉뚱함과 표현주의의 양면

가치적 측면을 내포하는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통 넓은 팬츠에 무심한 듯 걸친 오버핏 상의와 아우터

는 어수룩하면서 세련된 너드시크룩을 완성한다. 2016

F/W 베트멍<Fig. 21>, 2017 S/S 베트멍<Fig. 22>, 2016

F/W 고샤 루브친스키<Fig. 23>의 컬렉션에서는 중성적

혹은 무성적 너드 이미지의 모델들이 일반적인 사이즈

보다 길게 재단된 소매가 달린 티셔츠와 오버사이즈의

아우터를 헐렁한 팬츠와 착용하거나, 헐렁한 팬츠의 허

리를 접어 올려 허리사이즈를 조정하여 매치하고 있다.

이러한 룩은 기존의 하류층 컬트 패션의 대표적인 예로

서 펑크룩이나 퇴폐적인 스타일, 과장된 아방가르드 패

션이 보여주었던 빈곤의 이미지와는 다른, 좀 더 실존적

이며 대중적인 형태의 빈곤의 미학을 표출한다. <Fig.

24>는 2014년 런칭하여 ‘한국의 베트멍’으로 언급되기

도 한(Kim, 2016) 내셔널 브랜드 아더 에러(Ader Error)

의 2016 S/S 컬렉션으로, 노메이크업, 헝클어진 머리, 도

수 높은 안경을 쓴 모델들이 너드의 전형적 아이템인 헐

렁한 라운드 티셔츠와 후디에 길이가 긴 오버 렝스 소매

가 달린 티셔츠를 레이어링하고 상의 위로 올려입은 헐

렁한 쇼츠와 테이퍼드 핏의 데님, 롤업 팬츠를 스타일

링한 너드시크룩을 보여준다. 아더 에러의 룩은 오버핏,

오버사이즈의 옷과 착장 방식의 부조화를 통해 너드시

크룩의 디럭스 푸어의 미적 특성을 표출한다.

이상과 같이, 너드시크룩은 브리콜라주, 수퍼노멀, 디

럭스 푸어의 미적 특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

면 <Table 1>과 같다.

V. 너드시크룩에 대한 종합적 논의

경기 침체의 장기화, 저성장 기조, 소득의 양극화, 문

화소비구조와 가치의 세분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Fig. 21. Vetments

2016 F/W RTW.

From Sheffield. (2016).

http://www.vogue.co.uk

Fig. 22. Vetments 2017 S/S RTW.

From Vetements Spring/Summer

2017 Ready-To-Wear Collection.

(2016). http://www.vogue.co.uk

Fig. 23. Gosha Rub-

chinskiy 2016 F/W (II).

From Gosha Rubchinskiy 

Autumn/Winter 2016 

Menswear Collection. (2016).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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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der Error 2016 S/S collection.

From Ader Error 2016 Spring / Summer collection. (2015). http://www.adererror.com

Table 1.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erd-chic look

Aesthetic characteristcs

of nerd-chic look
Meaning Style Image

Bricolage

Nerd-chic, a new, sophisticated beauty,

through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Nerd and rearrangement of the retro ele-

ments of modern fashion.

• Combination of typical items of Nerd

and retro fashion items (esp. granny

look) with fine details, textile pattern

and materials suitable for high fashion

Supernormal

A plain, restrained beauty, which express

emotional stability and mental liberation

based on the Normcore mood, disassem-

bly and recombination of ordinary items.

• Natural styling based on Normcore fa-

shion mood

• The disassembly and reorganization of

ordinary items

• Fit-free styling

• Asexual styling

Delux poor

The beauty of poverty, which rejects ste-

reotypical and expansive luxury and pre-

sents a more contemporary and futuristic

spirituality.

• Incompatibility between fashion items

• Over-fit or over-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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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 등은 이 시대의 정신을 형성하는 바탕이

라 할 수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IT 혁명은 컴퓨터 하나

만으로 세계적인 영향력과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20세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오히려 소외되었던 너드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

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너드는 특정 분야를 넘어서 하나

의 사회, 문화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변화

와 현상에 대한 디자이너의 미적 체험과 창작, 그것을 향

유하는 대중의 미적 경험이 어우러지는 경우, 결국 미

적 대상인 복식은 그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게 된다는 점

에서, 21세기의 사회변화와 이를 통한 너드의 소환으로

태동한 너드시크룩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

는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즉, 너드시크룩은 20세기 너드

스타일의 단순하고 낡은 이미지, 촌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트렌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룩으

로, 그 기저에는 ‘너드’와 ‘시크’라는 근본적으로 대치되

는 양면적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한 가치는 하이패션의

엉뚱함과 표현주의의 속성 속에 용해되어 전혀 새로운

의미체계로서의 브리콜라주와 수퍼노멀, 디럭스 푸어라

는 양면가치적 미적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돌고 도

는 스타일의 순환 또는 레트로룩의 시대적 소환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 패셔너블함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속

성의 것을 패션의 영역으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너드시

크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몇 시즌 간 구찌의 컬

렉션이 너드시크룩을 통해 주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1세기 시대정신의 반영과 스트리트패션, 하위패션 스

타일을 기저로 한 너드시크룩이 여러 시즌에 걸쳐 주류

패션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너드시크룩이 21세기 디지털 시대, 나아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변화할 너드 이미지를 통해

미래패션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영감의 원천으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너드시크룩 연구를 통해 새

로운 현대패션 현상에 관한 고찰의 범위를 확장하고, 패

션 디자인 발상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급

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관련 상품기획과 개발을 위한 미

적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너드시크룩 고찰의 의의를

가늠하고자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너드시크룩의 등장배경 고찰 및 개념정립

을 통해 너드시크룩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너

드시크룩의 미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현대패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성공한 너드를 역할모

델화하고 열망하는 현상,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문적 지

식에 대한 동경, 이러한 동경을 발생시킨 기술과 정보

의 홍수 및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현명한 소비의 강요,

현명한 소비의 기준이 되는 가치 소비의 중요성 확대 등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일면이 디자이너의 창

조적 의지와 조우하여 발현됨으로써 너드시크룩이 나타

나고 있다.

너드시크룩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드시

크룩은 기존의 너드 스타일과 경제적 불황기인 현 시대

를 환기시키는 복고적 요소들의 재배치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너드 스타일이라는 익숙한 의미체

계를 시크한 이미지로 재편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표출

한다는 점에서 브리콜라주적 특성을 갖는데, 20세기 너

드의 아이템이나 할머니의 옷장에서 차용한 복식 아이

템들을 과감한 소재와 컬러 조합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너드시크룩은 의복 착용의 본질

을 소구하며, 소박, 평범, 단순함, 기능성 추구를 통해 단

순한 외적 차별화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해방감

을 표현하는 수퍼노멀의 특징을 갖는다. 놈코어 무드를

바탕으로 평범한 아이템들에 본질을 두되, 그것들의 해

체와 재조합, 몸에 맞지 않는 듯한 핏, 혹은 핏에 무관심

한 착장이나 스타일링을 통해 너드 특유의 괴짜스러운

개성을 드러내며, 중성적인 아이템들을 통해 성별의 구

분이 모호한 무성적 스타일링이 나타난다. 셋째, 너드시

크룩은 고정관념을 깬 황폐함, 빈곤함, 세련된 소탈함을

통해 구태의연하고 과시적인 사치를 대치하고, 보다 현

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성을 제시하는 디럭스 푸

어의 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너드 특유의 외형적 특성과

의복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 크고 헐렁한 옷차림이

주는 촌스러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너드시크룩

은 복식 아이템들 간의 부조화, 오버사이즈를 바탕으로

하는 신체불균형 및 신체확장의 외적 특징을 통해 비균

형, 비균제적 미적 특성을 표출한다.

후속연구로서 너드시크룩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보

다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반

영하는 타 조형예술과의 상관관계 및 평범함과 촌스러

움이 만들어내는 양면가치적 패셔너블함이 이후에 어떠

한 양식 또는 방향으로 변화해갈지에 대한 고찰을 제안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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