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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eal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ged images of

romantic sportism by analyzing how sportism fashion and romantic images fuse together. As for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aesthetic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portism fashion and the aesthe-

tic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tyles after grasping the basic concept and background based

on a literature study of romantic and sportism fashion. As for an empirical study, the styles of sportism fas-

hion pictures of romantic images collected from 2010 S/S to 2016 S/S from www.vogue.com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4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portism in modern fashion

that included ‘non-oriented form visibility’, ‘non-boundary sensibility’, ‘multi-sense blend’, and ‘non-formal

mixed usag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aesthetic characteristics are also derived in acc-

ordance with design factors as well as analyzed through representativ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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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즘

I. 서 론

21세기 패션의 시대적 변화는 여러 이질적인 것들이

혼성, 혼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를 야기시키며 상반

된 성향이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절충적 양식의 감성

조합으로 나타난다. 특히 패션 이미지의 융합과 절충은

각종 트렌드 분석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

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놈코어

(nomcore), 고프코어(gorpcore), 에슬레져 룩(athleisure

look) 등과 같이 절충적인 하이브리드 양식이 계속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감성을 중시하고 화려

한 장식적 요소를 강조하는 로맨틱 이미지와 이와는 다

른 기능적이고 활동적이며 단순성을 지향하는 스포티

즘이 결합된 로맨틱 스포티즘(romantic sportism) 패션은

다양한 시각적 조형성을 가지며 새로운 감성의 융합으

로 표현된다.

융합 이미지를 다루기에 앞서 2000년대 이후 로맨틱과

스포티즘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로맨틱 복식

연구(Park, 2007),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L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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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브 룩 연구(Kim, 2002), 스포티즘 의상 디자인 연

구(Park, 2005) 등 로맨틱과 스포티즘 각각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져왔다. 로맨틱이나

스포티즘 이미지가 다른 패션 이미지와 융합 현상을 보

이는 연구로는 로맨틱 오리엔탈리즘 해석(Baek, 2003),

스포츠 패션의 에스닉 이미지 연구(E. K. Kim, 2004), 로

맨틱 아방가르드 연구(Lee, 2010)와 로맨틱 퓨처리즘 패

션 스타일링 연구(Ju, 2014) 등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적 양상의 트렌드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등

장한 로맨틱 스포티즘에 관하여는 로맨틱 스타일과 스

포티즘 스타일 각각에 관하여만 그 연구범위가 2000년

대 초 ·중반까지 제한되어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로 다

양한 융합 현상에 따른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더구나 패션 이미지 분류상 전혀 상반되고 종

전의 미관념(美觀念)으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성격의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에 관하여는 Bae(2016)에 의한

하이브리드 스포티즘 연구 중 그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다양한 융복합 현상들의 촉발로 융합 이

미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기타 이미지들과 융합하여 다변화의 증폭 가능성이 매

우 높은 로맨틱 이미지와 스포티즘 이미지가 서로 결합

한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게다가 새로운 트렌드 융합 스타일 양식의 하나로 출

현한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의 개념 정의와 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물론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미비

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매우 시급

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지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스포티즘 현상 속에서 스포티즘과 로맨틱 이미지

가 융합된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에 대한 특성을 연구

하여 이를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을 바라볼

때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용어를 융합시켜 미적 특성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 있어 21세기 융합 패션 스타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지각(視知覺)에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새로운 융

합 패션의 미의식(美意識)을 일깨워 준다는 면에서 미

학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도출된 미적 특성에 있

어 디자인의 요소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

함으로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 디자인 전개 및 활용에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

다 하겠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

다. 먼저 사전, 국 ·내외 관련 전문 서적, 선행연구 및 포

털 사이트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로맨틱 어휘 개념과 스

포티즘 어휘 개념을 고찰하고 패션 관련 문헌, 선행논

문, 패션 정보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로맨틱 복식 스

타일의 특성 및 스포티즘 복식 스타일의 특성을 고찰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조형적 특성들과 관

련한 설명에서 디자인 요소 등을 직접 수식하는 관형 어

휘, 감성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 미적 가

치를 담고 있는 형용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형

용사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빈도와 의미적 어휘 분석을

통해 두 스타일의 표현 특성을 도출시켜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융합을 로맨틱 스포티즘의 핵

심적 시각 요인으로 삼았다.

연구시기는 최근까지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용어

가 등장하여 패션 관련 정보 매체나 포털 사이트의 기사

등을 통해 거론되며 많이 다루어졌던 2010 S/S부터 2016

S/S까지를 선정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https://www.vogue.com/fa

shion-shows를 통해 레디 투 웨어(ready to wear)와 오뜨

꾸뛰르(haute couture) 가운데 매 시즌 총 8회 이상 지속

적으로 참여한 53명 디자이너들의 여성복 전체 27,213장

의 작품사진 중에서 합의를 거친 최종 203점을 선택하

였다. 분석사진 자료선정을 위해 FGI(Focus Group Inter-

view)를 실시하여 패션 전문가 4인(패션 전공 석 ·박사)

이 앞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한 로맨틱과 스포티즘 복식

의 미적 특성에 따른 조형적 특성과 분석의 틀로 추출

한 로맨틱과 스포티즘의 표현 특성 중 과장과 축소, 장

식과 효율, 관능과 역동의 상반된 두 개의 특성이 동시

에 보이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 외에도 로맨틱과 스포티

즘의 조형적 특성에 근거하여 융합적 성격이 뚜렷이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들은 추후에 분석할 예외적

항목으로 하여 사진 선별을 시작하였다. 이후, 전문가

4인 중 3명 이상의 합의를 거친 것을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최종 자료사진으로 사용하고 로맨틱과 스포

티즘의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 특성별로

묶어 사진을 분류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로맨틱과 스포티즘의 어휘 개념을 통

해 미적 범주로서의 특성을 도출하고, 선행연구에서 두

복식 스타일 각각의 미적 특성 및 조형적 특성을 설명

하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여기에

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전체적 내용을 함의하는 표현 특

성을 선정한 후 두 특성이 함께 보이는 융합된 표현 특

성을 기준으로 수집한 203개의 사진들을 분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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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두 복식 스타일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추출되지

않았으나 사진 분류 작업에서 예외적 항목으로 새로운

표현 특성이 도출되었고 이것이 복식에서 파악한 특성

이외에 미적 범주에서 나타난 로맨틱의 특성으로 판단

하고 제4의 표현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이렇듯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로맨틱과 스포티즘

의 표현 특성을 융합한 어휘로 네 가지 미적 특성을 추

출하였으며 분류된 사진들을 디자인 요소별로 종합하여

네 가지 미적 특성에 따른 조형적 특성으로 정리하고 대

표적 컬렉션 사진을 분석하였다.

II. 로맨틱 스타일 고찰

1. 로맨틱의 개념

로맨틱(romantic)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Oxford

dictionary of English』(Soanes & Stevenson, 2005)에서

로맨틱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센티멘틀

(sentimental)하거나 이상적인 방식을 가리킨다.『Long-

m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Longman, 1991)

에서는 러브 스토리의 로맨스를 구성하는, 실재 삶에 기

반하지 않은 상상의, 영웅적인, 감정적인 등의 의미를 가

진다. 또한『The Kyohaksa pro English-Korean diction-

ary』(Jang, 2006)에서는 신비한, 허구의, 소설적인의 의

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로맨틱은 ‘과장된, 공

상적인, 감상적인, 비현실적 것’을 의미하는 경멸적 용어

였으나 18세기를 거쳐 다양한 의미로 분화하였고(Kim,

2001) 오늘날 로맨틱이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로 색조는 밝고 가볍게 표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앞서 역사적으로 낭만

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

별로 그 특징과 양상을 달리하며 전개되었기에 그 의미

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획일적이고 통일된 정의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단일한 개념 규정을 시도하기보다는 낭만주의

사조가 왕성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유럽의 국가

와 지역별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을 비교 고찰, 분류함으

로써 미적 범주로서 로맨틱이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낭만주의라는 명사는 낭만적이라는 형용사에

의해 정의되어질 수 있기에, 낭만주의를 정의하는데 사

용된 형용사들을 파악하고 로맨틱이라는 말과 동의어

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을 모아 로맨틱의 개념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의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낭

만주의의 정의에 관하여 논하였던 부분을 수렴하였다.

이에 영국의 학자 Frust(1969)가 그의 저서『Romantic-

ism』에서 로맨틱과 동의어로 사용된 형용사들을 인용

한 것, 독일의 학자 포터필드(Porterfield)가 낭만주의를

정의한 형용사들을 모아 정리한 것들(Chi, 2000), 그 외

Schenk(1966)의『The mind of the European romantics』

에서 유럽 낭만주의 개념을 밝힌 내용 등 서구 여러 문

인과 학자들이 낭만주의에 관해 언급한 단상들과 폴란

드의 미학자 Tatarkiewicz(1980/1980)가『A history of six

ideas』에서 분류한 미적 범주 중 ‘XI. Romantic beauty’

편에서 다룬 낭만적 미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 속에서 서

술된 형용사들을 통해 그 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유럽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낭만주의, 낭만적 미에 관한 다양한 의미의

형용사들을 모아 공통적 의미군들로 묶어 일차 분류하

였으며 여기서 각각 분류된 유사한 속성을 가진 형용사

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명사화함으로써 낭만주의의 특

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로맨틱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는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로맨틱의 특성으로 과장성, 가시성, 감각성, 감정성, 쾌락

성, 자극성, 탈형식성, 이탈성, 다양성, 혼합성, 상상성, 자

연성을 도출하였다. 즉, 과장한(bombastic), 광폭의(bro-

ad), 주목할 만한(noteworthy)의 형용사 의미들은 과장성

과 가시성으로, 미적인(ästhetisch), 감정의(emotional), 감

각의(sensory) 등은 감각성과 감성성으로, 공상의(fanci-

ful), 환상적인(phantastisch), 그림 같은(picturesque), 자연

의(natural) 등은 상상성과 자연성으로, 쾌락적인(hedoni-

sch), 마녀에 홀린 사람 같은(hexenbesessen), 도발적인

(provocative) 등은 쾌락성과 자극성으로, 반동적인(reak-

tionär), 무형식의(formless), 비이성적인(irrational) 등은 탈

형식과 이탈성으로, 다양한(various), 혼합된(mixed), 변화

무쌍한(protean) 등은 다양성과 혼합성으로 정리하였다.

2. 로맨틱 복식 스타일의 특성

로맨틱의 여러 특성을 함유한 로맨틱 복식 스타일은

19세기 초 서구에 나타난 의상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로맨틱 룩은 낭만적 분위기를 풍기는 의

류로 그러한 식으로 갖춰 입는 옷차림을 의미한다(“ro-

mantic look”, 2004).

Lee(2003)에 따르면 18세기 로맨티시즘은 형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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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우위를 두고 느낌, 직관, 열정, 충동에 의해 자유

로운 창조성을 발휘한 사상으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등

장한 로맨티시즘 복식은 과거 영화를 누렸던 봉건 귀족

풍이 되살아난 화려하고 환상적인 옷차림으로 아름다운

곡선적 실루엣에 고급 소재와 색상이 사용되고 풍부한

프릴, 러플, 리본, 플라운스 등으로 장식한 복식이다. 또

한 Jung(2008)에 의하면 오늘날 로맨틱 패션은 여성이

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출해보고 싶은 귀엽고 사랑스러

운 패션으로 주로 프릴, 자수, 레이스 장식 등을 사용해

화려하고 곡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추억과 감성의

전달 매체로 창조적인 표현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로맨틱의 개념을 바탕으로

로맨틱 패션을 역사적으로 낭만적 분위기와 배경 가운

데에서 상상력에 의해 촉발된 과장되고 가시성이 강한

복식으로, 여성적 감각과 섬세한 장식의 곡선적 특징을

가지며 다양한 것들의 혼합 및 이탈로 자극적 쾌락을 추

구한 화려한 이미지의 감성적 패션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2000년 이후로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어

이전 시대와는 달리 그 기술적 진보와 정보 전달의 체감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들과 이것

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감성과 열정을 호출한 로

맨틱 스타일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로맨틱 복식 스타일을 연구한 자

료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Fan(2014)은 로맨틱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혼용적, 관

능적, 장식적, 이국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Lee(2010)는 복

고성, 관능성, 혼용성, 장식성을 그 특성으로 보았다. 또

한, Jung(2008)은 장식성, 관능성으로 분석하였으며 Cho

(2007)는 과장된 조형성, 화려한 장식성, 다원적 복고성

을 연구하였다. Park(2007)은 여성성, 관능성을 특징으로

분석하였고 Lee(2003)는 관능성, 장식성, 이국성, 혼용성

으로 고찰하였다. 이렇듯 로맨틱 복식 양식을 토대로 미

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자는 로맨틱 스타일의 대

표적 미적 특성으로 조형적 과장성, 여성적 장식성, 육

감적 관능성을 선정하였다.

로맨틱 스타일의 미적 특성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살

펴보면, 먼저 조형적 과장성은 형태와 부피를 확장시켜

과장되게 보이는 것으로 큰 칼라, 폭 넓은 스커트, 크게

부풀린 소매나 여러 층의 레이스로 어깨를 장식하고 강

조하였다. 여성적 장식성은 부드러운 색채와 함께 섬세

한 디테일과 트리밍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데 실크,

레이스, 깃털 등의 소재로 러플, 프릴, 리본, 셔링, 플라

운스, 꽃 등이 과잉 장식되고 정교하면서 다양한 액세

서리가 사용되었다. 육감적 관능성은 성적 매력을 주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노출을 통해 표현하였

다. 목과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는 조여 주며 스커트는

크게 부풀린 X자형 실루엣으로 가슴과 허리선을 강조

하고 비치는 소재나 드레이프성 소재 등을 사용하여 다

Table 1. Romantic characteristics of derived adjectives

Source Derived Adjectives Characteristics Source Derived Adjectives Characteristics

Furst
exuberant, bombastic,

noteworthy

Exaggeration,

Visibility

Porterfield
hedonisch, hexenbesessen,

fanatisch

Volupte,

Stimulus
Tatarkiewicz

great, profound, sublime,

lofty, broad

Tatarkiewicz

tempestuous, powerful,

shaking, interesting,

provocative, unsettling

Furst attractive

Porterfield
ästhetisch, subjektiv,

emotional

Sense,

Sensibility

Porterfield jakobinisch, reaktionär

Non-oriented

form,

Break-away

Furst ornamental, emotional

Furst
formless, unreal,

revolutionary, irrationalTatarkiewicz

for tender hearts,

of strong emotion and

enthusiasm, sensory

Furst
fanciful, mysterious,

picturesque

Imagination,

Nature

Tatarkiewicz
various, mixed,

of the diversity

Variety,

Mixture

Porterfield phantasievoll, phantastisch Schenk protean

Tatarkiewicz natural, of nature
Furst

innate complexity and

multiplicity, many-faceted

Porterfield universal



패션 이미지 융합 어휘를 통한 로맨틱 스포티즘 특성 분석-2010년 S/S부터 2016년 S/S까지-

– 757 –

양하게 인체를 노출시킨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6편의 선행연구들 중 미적 특성과 이

에 따른 조형적 특성에서 로맨틱 스타일이 어떤 이미지

의 어휘로 표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형적 과장성,

여성적 장식성, 육감적 관능성과 각각 관련하여 이미지

를 연상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즉, 각

미적 특성을 설명할 때 있어 ‘빳빳한 천’, ‘과장된 실루

엣’, ‘폭넓은 스커트’, ‘커다란 리본 장식’ 등과 같이 소

재, 색상, 실루엣, 아이템 등의 디자인 요소를 직접적으

로 수식하는 관형 어휘나 ‘신비스런 분위기’, ‘환상적인

이미지’, ‘여성스런 느낌’ 등 로맨틱한 감성 이미지를 표

현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 넓게는 ‘우아하고 환상적인

의상미’, ‘인체의 우아한 굴곡미’, ‘여성의 관능적인 아름

다움’, ‘물결치듯 구불거리는 곡선미’ 등 미적 가치를 담

고 있는 형용사들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형용사들의 빈도 및 함축적 의미

를 종합하여 로맨틱 스타일의 내적 의미 표현과 외적 특

성의 묘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자는 각 미적 특성에

따라 과장, 장식, 관능을 각각 그 대표적인 표현 특성의

용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Table 2>와 같이 선정된 표

현 특성의 도출 과정을 정리하였다.

III. 스포티즘 스타일 고찰

1. 스포티즘의 개념

스포츠(sports)는 불어에서 유래된 말로 어원은 라틴어

의 ‘disportarel’이며 야외의 신체 운동 경기를 총칭하는

명사이다(Lee et al., 2003).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

보면, 스포츠는『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Morris, 1981)에서 ‘유희’, ‘기분전환’,

‘즐거운 일’, ‘게임’, ‘욕망’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학자인 코클리(Coakley, 1978)는 신체 기술

을 수반한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유럽의

학자 아스핀(Aspin)은 스포츠가 유희에 포함된다고 하

였고 문화적 플레이 이론의 선구자인 후이징가(Huizin-

ga) 역시 스포츠가 유희적 경쟁으로의 발전이라고 하였

으며 국제스포츠평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CSPE)에서는 유희의 성격을 가

지고 경쟁이나 대결을 포함하는 운동으로 스포츠를 정

의하였다(Kim et al., 2009).

그리고 이러한 어휘 개념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의 특

성은 신체성, 유희성, 경쟁성, 기술성, 제도성, 활동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복식에서 사용되는 형용사형 ‘sports’를 살펴보면 ‘스

포츠의’, 복장 등이 ‘스포츠에 적합한’ 의미를 가진다

(Doosan Dong-A Editorial Department, 2003). 또 다른 형

용사로 ‘sporty’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운동복 같은’,

‘빠르고 날렵한’ 의미가 있다(Hornby, 1978/2009). 그리

고 스포티브 스타일이라고 할 때 형용사 ‘sportive’는 스

포츠 웨어가 가진 기능성과 입기 편한 용도를 반영한 것

으로 베이스볼 재킷, 스키 웨어 등의 아이템을 활용하거

나, 스웨트 셔츠, 조깅 슈트 등을 실내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sportive”, 1997).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은 Kim

and Han(2003)에 따르면 그 출발은 스포츠 룩에서 나왔

으나 과거의 역동적인 스포츠 경기복이 아닌 기능적 스

포츠 웨어의 요소를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

라고 하였다. Bae(2016) 또한 스포츠 활동만을 위한 스

포츠 웨어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문화 현상에 패

션이 수용되어 스포츠 감각의 기능적 요소와 개인의 일

Table 2. Aesthetic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romantic fashion

Aesthetic

Characteristics

Formative

Characteristics

Derived

Adjectives

Expressive

Characteristics

Exaggerative

Formativeness

• Methods of distortion, emphasis, exag-

geration, and expansion

• Formation of puffed basic lines

• Asymmetrical imbalance

visible, creative exaggerative, expanded,

exaggerated, transformational, increase

in volume, elastic, convex, widening,

expressive, puffed, abundant

→ Exaggeration

Feminine

Decorativeness

• Burst of strong aesthetic desires

• Decorative and curved beauty

curved beauty, hand-crafted, fantastic,

fancy, feminine, sensible
→ Decoration

Voluptuous

Sensuality

• Expression of exposed human bodies

• Voluptuous images and erotic desires

sensual, erotic, exposed, instinctive,

primary, passionate, revealing, intense,

extreme, voluptuous

→ Sensuality

This is the chart that analyz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romantic style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nd derives the exp-

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romantic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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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로 스포티즘

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란 신체 움직임을 중심

으로 한 내적 즐거움의 유희와 경쟁심을 촉발시키는 조

직, 제도화된 신체 활동으로 보고, 패션에 있어 스포티

즘은 이러한 스포츠 경기나 운동 활동에 적합한 기능적

복식이 라이프 스타일의 패션과 결합하여 스포츠의 정

신과 감각이 새로운 미의식으로 전환된 현대적 패션 스

타일 중 하나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스포티즘 복식 스타일의 특성

21세기 들어 메가트렌드로 정착한 스포티즘 복식 스

타일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2000년 이후에 진행된 스

포티즘의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된 연구들 중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선정하였다.

Bae(2016)는 스포티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기능성,

단순성, 역동성, 미래지향성, 관능성으로 보았다. Koo

(2007)는 단순성, 역동성, 하이테크성, 관능성을 그 특징

으로 분석하였다. Park(2005)은 기능성, 단순성, 역동성,

미래지향성, 관능성을 그리고 S. Y. Kim(2004)은 기능성,

관능성, 활동성, 미래지향성으로 분류하였다. Lee(2004)

는 스포티즘 스타일의 특성을 기능미, 절제미, 생동미,

전위미, 관능미로, Kim(2002)은 기능성, 단순성, 미래지

향성, 관능성, 젊음의 추구로 고찰하였다. 이렇듯 스포티

즘 복식 양식을 토대로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

자는 스포티즘 스타일의 대표적 미적 특성으로 절제된

단순성, 효율적 기능성, 젊음의 생동성을 선정하였다.

스포티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절제된 단순성은 ‘최소’나 ‘극소’의 의미를 가

진 미니멀리즘적인 특성으로 의복 사이즈는 더 작거나 밀

착되고 솔기선이나 여밈도 줄거나 사라지면서 단순한 외

형의 신체 노출이 두드러지는 ‘축소의 미’를 보인다. 효

율적 기능성은 사물의 형태가 목적에 합당한 효율적 기

능을 갖추는 것이 아름답다고 보고 장식적인 부분은 제

거하여 인체의 보호기능이나 수납과 휴대가 가능한 실

용적 특성을 추구하는 직선적인 실루엣이 주로 나타난다.

젊음의 생동성은 젊고 역동적인 움직임과 연결되어 활

동성이 좋은 실루엣이나 스포티한 그래픽, 경쾌한 컬러

등을 사용해 움직이는 액티브한 느낌을 연출한다.

앞에서 살펴본 6편의 선행연구들 가운데 스포티즘 스

타일이 어떠한 어휘로 그 이미지가 표현되었는지 파악

하고자 절제된 단순성, 효율적 기능성, 젊음의 생동성의

특성을 설명할 때 있어 ‘신축성 있는 라이크라’, ‘직선적

인 실루엣’, ‘활동적인 레깅스’, ‘단순하고 절제된 최소

라인’ 등과 같이 소재, 색상, 실루엣, 아이템 등 디자인

요소를 직접 수식하는 관형 어휘, ‘간결하면서 편안한

미적 감각’, ‘젊음과 생동감을 표출하는 활동성’, ‘역동

적인 이미지’ 등 미적 가치나 스포티한 이미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들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형용사들의 빈도 및 내용적 의미

를 종합하여 스포티즘 스타일의 내적 의미 표현과 외적

특성의 묘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자는 각 미적 특성

에 따라 최소, 효율, 역동을 각각 그 대표적인 표현 특성

의 용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Table 3>과 같이 선정된

표현 특성의 도출 과정을 정리하였다.

IV.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 분석

1.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맨틱 패션과 스포티즘 패

션은 그 기원, 언어가 가지는 표현 이미지 그리고 조형적

특성 등이 이질적이고 상반된 성향이 강하나 시대적인

하이브리드 영향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이 경계

를 허물고 융합된 모습으로 2010년 이후로 현대 패션의

트렌드로 주목받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im and Han(2003)은 로맨틱 스포티즘을 포스트모더

니즘의 다원성과 절충성에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어색

하게 여겨졌던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가 오히

려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요소

가 스포츠 이미지와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Bae(2016)

는 로맨틱 스포티즘을 스포티즘의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보고 로맨틱 스타일과 스포티즘 패션의 혼합이라고 하

였다. 또한 로맨틱 스포티즘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로맨

틱 감각과 이에 상반된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감각의 스

포티즘 패션 이미지가 결합하여 서로 믹스된 스타일로 스

포티한 기능성 소재, 아이템 등에 로맨틱한 아이템, 실루

엣 등이 적절히 섞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로맨틱과 스포티즘 패션의 절충

적 양상인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을 개인의 패션 라이

프 스타일 속에서 스포츠 감각의 기능적 실용성과 로맨

틱 감각의 감성적 여성미가 동시에 추구된 새로운 감성

의 융합 패션 스타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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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특성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 융합에 의한 로맨틱 스포티즘

연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로맨

틱과 스포티즘의 개념과 복식 스타일의 특성을 각각 고

찰하였으며 앞서 진행된 전체적 도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맨틱 어휘 개념에서 파악된 로맨틱의 특성은

과장성, 가시성, 감각성, 감정성, 쾌락성, 자극성, 탈형식

성, 이탈성, 다양성, 혼합성, 상상성, 자연성이 도출되었

다. 그리고 스포츠의 어휘 개념에서 나타난 특성은 신체

성, 유희성, 경쟁성, 기술성, 제도성, 활동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어휘 개념에서 추출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이미

지 융합 현상으로 나타난 로맨틱 스포티즘의 특성을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이후에

진행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한 복식 스타일의 미적 특성으로는 로

맨틱 스타일은 조형적 과장성, 여성적 장식성, 육감적 관

능성이 스포티즘 스타일은 절제된 단순성, 효율적 기능

성, 젊음의 생동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각 복식 스타일

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 특성 도출을 위해, 각

각의 미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디자인 요소, 이미지,

미적 가치 등을 수식 표현하는 관형 어휘와 형용사들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 판단하여 로맨틱은 과장, 장식, 관

능이, 스포티즘은 최소, 효율, 역동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실증적 연구로

선정된 203장(100.0%)의 사진들을 앞에서 로맨틱과 스

포티즘 복식 스타일 각각의 형용사 추출과 어휘 분석을

통해 마련된 표현 특성의 용어를 융합시켜 과장과 최소,

장식과 효율, 관능과 역동의 상반된 특성이 동시에 보이

는 표현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3가지 표현 특

성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 사진들에서 양식과 이탈의

공통적 표현 특성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앞서

이론적 연구로 로맨틱 어휘 개념에서 파악된 탈형식의

이탈적 특성으로 판단되며 이것을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

의 4번째 표현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4가지 표현 특성에 따라 과장과 최소 특성

이 나타난 사진 24장(11.8%), 장식과 효율 특성이 나타난

사진 85장(41.9%), 관능과 역동 특성이 나타난 사진 38장

(18.7%), 양식과 이탈 특성이 나타난 사진 56장(27.6%)

으로 사진을 분류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과장과 최소의 표현 특성으로 분류

된 사진들에서는 외적 형태, 면적, 부피, 규모면에서 과장

지향의 가시성과 최소 지향의 가시성이 동시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탈형식적 가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식

과 효율의 표현 특성으로 분류된 사진들에서는 곡선적

인 장식의 부드러운 감성과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직선

이 주는 효율적이고 모던한 감성이 한 의복 안에서 경계

를 허물며 혼재하는 감수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능

과 역동의 표현 특성으로 분류된 사진들에서는 육감적

인 관능의 여성성과 남녀 공용의 역동성이 동시에 표출

되는 혼성적인 감각들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식과

이탈의 표현 특성으로 분류된 사진들에서는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용도와 방식들이 이미 확립되어있는 기존

의 양식과 이탈된 또 다른 양식을 동시에 조합시킨 혼용

적인 창조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표현 특성별로 분류된 사진들에서는 각각 독

특하면서도 공통적인 새로운 이미지 양상들이 나타났고,

Table 3. Aesthetic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ortism style

Aesthetic

Characteristics

Formative

Characteristics

Derived

Adjectives

Expressive

Characteristics

Restrained

Simplicity

• Exclusion of decorative and exagger-

ative factors

• Formation of simple minimalism

• Minimum lines

minimum, simple, modern,

straight, without unnecessities,

powerful, reduced

→ Minimum

Efficient

Functionality

• Exclusion of decorations

• Object formation decided by function

• Multi-function

practical, straight, appropriate

for purpose, efficient
→ Efficiency

Vividness

of Youth

• Lively and liberated self-image

• Dynamic proposal of vigorous and ac-

tive body and movement

active, dynamic, youth-oriented, strong,

bright, vital, lively, challenging,

fluorescent, epicene, vivid, unisexual

→ Dynamic

This is the chart that analyz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sportism style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nd derives the exp-

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sportism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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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앞서 로맨틱과 스

포티즘 어휘 개념의 이론적 연구로 마련된 특성, 선행

연구들을 통한 복식 스타일 특성 그리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특성들을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로맨틱 스

포티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인 탈형식 가시성, 탈경계 감

성성, 다감각 혼성성, 탈양식 혼용성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실증적 자료와 함께 이론적 전개를 통해 로맨

틱 스포티즘의 4가지 미적 특성 도출 과정을 <Fig. 1>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Fig. 2>에서 보듯, 로맨틱과 스포티즘 스타일

의 형용사 추출 융합 어휘에 의한 표현 특성을 기준으로

사진 자료를 분류하였고, 분류된 자료를 분석하여 로맨

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자료의 특성들은 앞서 이론적 연구에서 마련된

로맨틱과 스포티즘 특성의 융합 현상으로 로맨틱 스포

티즘 스타일의 네 가지 미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

음을 정리하여 밝혔다.

다음은 도출된 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서술하

고, 대표적 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표현 특

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사진들의 색채, 소재, 스타일, 아

이템, 디테일 등 디자인 요소별 조형적 특성을 밝히는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Sportism Characteristics Romantic Characteristics Romantic Sportism

CharacteristicsClothes Vocabulary Clothes Vocabulary

Restrained

Simplicity

Body,

Activity

+

Exaggerative

Formativeness

Exaggeration,

Visibility

Non-oriented form

Visibility

Non-oriented form,

Breakaway Non-boundary

Sensibility

Efficient

Functionality

Technique,

Training

Feminine

Decorativeness

Sense,

Sensibility

Variety,

Mixture
Multi-sense Blend

Vividness

of Youth

Play,

Competition

Voluptuous

Sensuality

Imagination,

Nature Non-formal Mixed

UsageVolupte,

Stimulus

Fig. 1.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portism style.

Opposite and different concepts appear in a converged and

compromised form within a single style 

Total 203 (100.0%)

Exaggeration/Minimum Decoration/Efficiency Sensuality/Dynamic Formal/Breakaway

24 (11.8%) 85 (41.9%) 38 (18.7%) 56 (27.6%)

exaggerat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tyle and the simple, function-

oriented, minimalistic 

characteristics of sportism co-

exist in one style

curved decoration, soft 

sensibility and straight, 

efficient modern sensibility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sensibilities per type are gone

a sensibility is expressed 

where sensual erotic 

expressive desires through 

exposure and emphasis and 

sporty dynamics co-exist

expressed as mixed usage 

combining free sensibility 

breaking apart from the 

previous T.P.O concept and 

separation of time and space

Non-oriented form Visibility Non-boundary Sensibility Multi-sense Blend Non-formal Mixed Usage

Fig. 2. Analysis process of romantic sportism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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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형식 가시성

패션에서 보이는 탈형식 가시성(脫形式 可視性)은 눈

에 띄기 위하여 추구하는 가시적 방법이 하나의 지배적

형식이나 지향하는 표현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맨틱의 어휘 개념에서 이미 살펴본 탈형식적

이며 이탈적인 특성은 과장되게 표출하는 과시적 성격

과 함께 패션에 있어서 형태를 부풀리거나 부피를 확장

시켜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이와는 반대로 스포티즘 패

션은 형태를 최소, 밀착, 축소시켜 순수한 인체를 드러내

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

듯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되는 대조적 양상이 하나의 지배적인 특성으

로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양방

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맨틱의 과장된 특

성의 형태와 스포티즘의 단순하고 미니멀리즘적인 최

소의 형태가 하나의 스타일 안에 공존하여 다중적인 양

상을 띠므로 두 개의 다른 외연을 가지고 있는 탈형식

적인 가시성이 동등한 시각적 힘을 가지고 표현된다.

Alexander Wang의 2010년 S/S 컬렉션인 <Fig. 3>에서

는 광택 재질로 어깨가 기본선에서 크게 부풀려져 시각

적 가시성이 큰 소매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유 공간 없

이 다리에 밀착되어 인체 라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트레이닝 팬츠로 탈형식 가시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렇듯 확대, 과장시켜 표현하는 경향과 축소, 밀착시켜

표현하는 서로 다른 경향이 한 의복 안에 뚜렷이 나타나

는 시각적 특성을 가진다. <Fig. 4> 역시 로맨틱한 드롭

숄더의 어깨와 풍성하게 부풀린 소매가 과장된 조형성

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몸판의 뷔스티에(bustier)는 가슴

과 허리선을 밀착시켜 모아주고 하의는 최소화된 쇼트

팬츠를 착용하였다. 로맨틱의 과장되고 부풀린 조형적

형태와 단순성을 지향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이 전혀

다른 외연의 시각적 힘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DKNY의 2014년 S/S 컬렉션<Fig. 5>은 시스루 소재

로 캐주얼한 멜빵의 오버롤과 허리에 개더를 잡아 부드

러운 주름으로 거대하게 부풀린 로맨틱 롱드레스가 하

나로 연결된 형태이다. 안에는 몸에 밀착시켜 인체를 노

출시킨 최소 크기의 스윔슈트(swimsuit)가 과장된 스커

트 크기와 대조를 이루며 운동화를 신음으로 스포티브

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한다.

이처럼 탈형식 가시성으로 분류된 사진들에서 보이

는 조형적 특성으로 색상은 무채색 배색이나 중간 톤의

자연색조 및 원색 배색이 이루어지고 소재는 반짝이는

광택 소재로 시선을 확장시키거나 부풀린 형태를 표현

하기에 형태안정성이 좋은 빳빳한 질감의 재료로 외관

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부피감 있는 털, 패딩 소재로 과

장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체에 밀착

되는 니트, 저지, 스트레칭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다. 스타일은 벌크, 아우어글라스, 보디콘셔스 등 다양한

실루엣이 동시에 보여 과장성과 미니멀리즘적 스타일

이 함께 나타난다. 아이템은 오버사이즈 점퍼, 패딩 재

Fig. 4. Alexander Wang

collection (2010 S/S) (II).

From Mistry. (2009a).

https://www.vogue.com

Fig. 5. DKNY collection

(2014 S/S).

From Adams. (2013).

https://www.vogue.com

Fig. 3. Alexander Wang

collection (2010 S/S) (I).

From Mistry. (2009b).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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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 벌키한 소매의 탑, 과장된 드레스와 쇼트 팬츠, 레깅

스, 타이트한 조깅 팬츠를 함께 입었다. 이렇듯 시각적

가시성이 큰 대조적인 양상이 지배적인 한 특성으로 치

우치지 않고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에 있어 양방향으로

부각되는 탈형식 가시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다.

2) 탈경계 감성성

패션 속에서 보이는 탈경계 감성성(脫境界 感性性)은

선이 주는 성격 및 소재의 성질과 결부된다. 즉, 곡선적

장식이 주는 부드러운 감성과 직선적 효율성이 가지는

모던한 감성이 기존에 선의 성격이나 소재가 주는 성질

과 연관되었던 감성의 경계를 허물며 상호 혼재하는 감

수성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모습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직선은 힘이 있고 남성적이며 효율적인 특성이 있

는데 반해 곡선은 여성스럽고 우아하며 장식적인 느낌

을 준다.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선이 한 의복 안에

서 합쳐졌을 때, 공통된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일관

성 없이 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한 종류의 선

이 디자인 전체를 지배하는 주선(主線)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재의 경우도 역시, 부드럽고

화려하며 유연한 소재는 장식적 섬세함과 여성적 아름

다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이에 반해 인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기능적인 소재는 효율성과 활동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에서는 직선적인 효율성

과 편리한 활동을 위해 단순화된 기능의 외형 속에서도

물결치듯 율동하는 섬세한 곡선의 리듬감이 보이고 여

성적이며 복잡한 감성이 로맨틱한 장식적 곡선을 통해

동시에 표출된다. 장식은 획일화되어있는 경직된 감성을

깨고 내면의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

는 충분한 표현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squared²의 2015년 S/S 컬렉션<Fig. 6>에서 상의는

화이트 색상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직선적 라인의 티셔

츠로 획일화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러플

스커트는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 컬러에 리드

미컬한 장식적 주름이 화려한 감성으로 나타난다. Ale-

xis Mabille의 2014년 F/W 컬렉션<Fig. 7>에서는 멜란

지(melange) 그레이의 캐주얼한 맨투맨 스웨터와 쇼트

팬츠 위에 화려한 플라워 패턴 레이스의 장식적 시스루

소재를 덧입힘으로 티셔츠와 팬츠가 주는 효율적이고 획

일적인 감성의 경계를 허물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곡선적

장식으로 감성의 공유 현상을 보인다. Chloé의 2016년

S/S 컬렉션<Fig. 8>은 부드럽고 잔잔한 셔링 주름, 레이

스, 리본 장식의 오프숄더 블라우스로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한다. 반면에 옆선의 직선적 트리밍 장식을 한 트레

이닝복 바지는 곡선적 주름을 한 블라우스의 로맨틱함과

는 또 다른 느낌의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스포티브 감성

을 보여준다.

탈경계 감성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색채는 무채색과

파스텔 톤의 배색이나 광택과 조화되기도 한다. 소재는

Fig. 7. Alexis Mabille

collection (2014 F/W).

From Verner. (2014).

https://www.vogue.com

Fig. 8. Chloé collection

(2016 S/S).

From Phelps. (2015).

https://www.vogue.com

Fig. 6. Dsquared² collection

(2015 S/S).

From Blanks. (2014b).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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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망사, 거즈(gauze), 튈(tulle), 실크, 새틴, 레이스,

시폰 등 얇고 비치는 소재와 정교한 패턴, 특별한 표면

질감, 자카드(jacquard), 비즈 등의 장식적 소재가 기능성

섬유와 매치된다. 스타일 역시 스포츠 웨어의 직선적 라

인이 주는 효율성과 부피감 있는 곡선적 장식이 함께 표

현된다. 아이템은 스웨터 T셔츠에 장식적 롱스커트, 여

성적 블라우스에 줄무늬 트레이닝복 등이 매치된다. 디

테일도 곡선적 효과를 주는 셔링, 프릴, 러플, 개더, 플라

운스(flounce), 퍼프, 아플리케 등과 스티치, 슬릿, 줄무늬,

파이핑, 포켓 등이 함께 나타났다. 이렇듯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장식적 화려함이 뒤섞인 융합적 감성이 기존의

상반된 디자인 요소별 경계를 허무는 탈경계 감성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3) 다감각 혼성성

미적 욕구 중 에로틱(erotic)한 감성으로 육감적인 이

미지를 주고자 하는 시도는 패션에서는 곡선적인 아름

다움을 가진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성적 매

력을 지닌 인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 양상을 가

져왔다. 패션에서 나타난 다감각 혼성성(多感覺 混性性)

은 노출을 통한 관능적인 성적 자기표현 욕구의 감각과

남성, 여성 구별 없이 유니섹스(unisex) 감각으로 착용하

는 스포티즘 패션에서의 발랄함, 생동감, 역동성이 서로

혼재되어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Jean Paul Gaultier의 2012년 S/Couture 컬렉션<Fig.

9>에서 가슴이 깊이 파인 네크라인 위로 블랙의 브래지

어가 살짝 보여 시선을 가슴으로 집중시키도록 유도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능성과는 달리 상의 칼라와 소매

끝이 스트라이프로 된 반소매 폴로 셔츠(polo shirt)는 스

포티한 감각을 오버랩시킨다. Jeremy Scott의 2014년 F/W

컬렉션<Fig. 10>에서 코르셋 모양의 보디 슈트(body suit)

는 네크라인을 하이넥으로 올리고 여밈은 조였다 풀 수

있는 드로스트링(drawstring)으로 처리하여 스포티한 감

각을 주었다. 어깨와 허벅지는 그대로 노출하였으며 앞

중심 역시 깊이 파여져 좌우 몸판을 스트링으로 엮어 에

로틱한 상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허벅지와 무릎

밑 정강이 부분은 보호대를 착용하여 남녀 구분이 없이

강력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감각을 보여

준다. <Fig. 11>은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관능적 뷔스티

에 밑에 스포티한 줄무늬의 피티드(fitted) 하프 팬츠를

착용하였다. 이를 통해 육감적이면서도 경쾌한 감성의

스포티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노출과 성적 매

력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코르셋, 뷔스티에, 브래지어 등

을 겉으로 드러내 여성의 관능미를 표출하면서 스포츠

웨어의 디테일이나 남녀 겸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융합

시켜 젊고 역동적이며 일상적 감성이 혼재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다감각 혼성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색채는 무채색과

비비드 색상의 대비, 광택과 무광택, 투명과 불투명의

매치가 나타난다. 소재는 언더웨어에 많이 사용되는 레

Fig. 10. Jeremy Scott

collection (2014 F/W) (I).

From Singer. (2014b).

https://www.vogue.com

Fig. 11. Jeremy Scott

collection (2014 F/W) (II).

From Singer. (2014a).

https://www.vogue.com

Fig. 9.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 (2012 S/Couture).

From Phelps. (2011).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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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나 단단한 심지, 파워네트 등과 함께 가죽, 니트,

실크, 코튼 등이 쓰인다. 스타일은 액티브하고 남녀 공

용으로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웨어와 여성적이고 관능적

노출의 차림이 매치되어 성구별이 무의미한 혼성적인

스타일의 느낌을 연출한다. 아이템은 코르셋, 뷔스티에,

보디 슈트, 브래지어, 탱크톱, 가터벨트와 같은 파운데이

션, 언더웨어, 란제리의 착용으로 육감적인 여성의 인체

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조깅 슈트, 트레이닝복 등의 액

티브 스포츠 웨어 및 스포츠 장비를 착용하여 젊고 역동

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전달된다. 디테일을 보면 인체 노

출 부위를 스트링으로 엮어 관능적으로 표현하거나 일

상적 수납기능의 포켓과 여밈의 지퍼, 스냅, 버클, 벨크

로 그리고 무릎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슈스트링(shoe-

string) 등 스포츠 장비 및 부자재를 사용함으로 캐주얼

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노출을 통한 에로틱한

감성의 관능적인 감각과 남녀 성구별이 모호한 유니섹

스 감각의 혼성적인 다각적 면모가 디자인 요소에서 드

러난 다감각 혼성성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4) 탈양식 혼용성

하이브리드는 다양성과 혼종성이라는 포스트모던 양

식의 특징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

거나 창조를 위해 해체하고 파괴적인 결합 형식을 보인

다. 의복에서의 탈양식 혼용성(脫樣式 混用性)은 기존의

T.P.O 개념, 패션 이미지 영역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

간,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맥락에 맞지 않는 착장 방식

과 조합으로 자유로운 창조성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조합을 깨고 상황적으로

부적합한 아이템, 액세서리 및 디자인 요소를 결합시키

거나 전혀 다른 시, 공간에서 입혀질 엉뚱한 조합 양상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파티 장소에 입고 가는 드레스

와 야구 관람에 적합한 아이템이 동시에 착용된다.

Dsquared²의 2010년 S/S 컬렉션<Fig. 12>에서 옆구리

가 살짝 노출되고 우아한 주름이 잡힌 블랙 새틴 드레

스는 파티나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는 것이 가장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지만 산악이나 하이킹을 위한 안전 장비

용 원터치버클 잠금 방식의 조끼와 함께 운동 경기 관람

용 캡모자를 쓰고 있어 장소와 상황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보이는 스타일이 혼용되고 있다. Chanel의 2014년

F/W 컬렉션의 패션쇼가 <Fig. 13>과 같이 캐주얼한 일

상생활에서 펼쳐지는 하이패션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대형 슈퍼마켓에서 열렸다. 모델은 스퀘어 네크라인으

로 깊이 파인 가슴과 겹겹이 로맨틱한 프릴로 소매와 스

커트가 장식된 드레스 차림을 하고 이에 맞지 않는 캐주

얼한 헤드셋을 끼며 스포티한 분위기의 무릎 보호대와

롱부츠를 착용하였다. 이렇듯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일

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로맨틱한 원피스

와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스포티

한 무릎 보호대, 부츠의 믹스매치는 마치 슈퍼마켓에서

드레스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액티브한 파티를 즐기는

Fig. 13. Chanel collection

(2014 F/W).

From Blanks. (2014a).

https://www.vogue.com

Fig. 14. Dsquared² collection

(2010 S/S) (II).

From Phelps. (2009a).

https://www.vogue.com

Fig. 12. Dsquared² collection

(2010 S/S) (I).

From Phelps. (2009b).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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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지만 돌출된 로맨틱 스포티브 감성을 연출한

다. Dsquared²의 2010년 S/S 컬렉션<Fig. 14>에서 새틴

드레스와 셔링 잡힌 면혼방 소재의 스커트가 하나의 의

복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새틴 드레스와 어울리는 화려

한 보석의 네크리스와 그 어느 것과도 상황적인 매치가

안 되는 야구모자가 한 의복 안에서 혼용된 양상으로 연

출되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게 이탈된 감성으

로 재조합됨을 볼 수 있다.

탈양식 혼용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색상은 무채색과 원

색 대비, 파스텔 색상과 원색, 멀티컬러의 배색, 광택과

무광택의 대비 등이 나타난다. 소재도 대비가 뚜렷이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크, 시폰, 니트, 레이스, 코튼,

거즈 등이 투명하게 비치고 섬세하여 파티 드레스나 홈

웨어에 어울릴 여성스런 재질과 데님, 가죽 등의 내구성

있는 캐주얼 소재 그리고 라이크라, 네오프렌, 고어텍스

등 스포츠 웨어 및 레저 웨어 소재가 믹스되어 나타났다.

스타일은 기존 T.P.O의 개념에 따라 구분되게 입었던 스

타일들이 서로 믹스 & 매치와 레이어드의 착장 방식으

로 드러난다. 아이템 역시 원피스, 드레스, 블라우스 등

의 여성적인 아이템과 티셔츠, 가죽 재킷, 야구모자, 운동

화, 벨트, 양말, 글러브 등이 함께 착용되었다. 디테일에

있어서도 비즈, 셔링, 러플 등의 장식적인 요소와 와펜

(wappen), 스트링, 원터치버클 등의 스포티한 요소가 같

이 보인다. 또한 무릎 보호대, 테니스 백, 럭색(rucksack)

등 스포츠 ·레저 장비와 파티 드레스에서 보이는 화려

한 네크리스 보석 장식이 함께 공존하였다. 이렇듯 기존

의 T.P.O 양식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채택되었던

디자인 요소들이 서로 해체하고 파괴적인 결합 형태로

나타나는 탈양식 혼용성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종합하여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탈지향 가시성, 탈

경계 감성성, 다감각 혼성성, 탈양식 혼용성으로 추출

된 4가지 미적 특성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색채, 소재,

스타일, 아이템, 디테일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V. 결 론

20세기 말 가속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된 세계화는 21세기에 모

든 영역의 경계를 허물며 범세계적인 보편성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문화 혼종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패션도 여러 양식과 이미지가 혼용된 복잡한 현상을

보이는데 조화의 미보다는 극단적 혼합에 의한 창조적,

일탈적 미를 선보인다. 시대적인 특성인 융합 현상으로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 역시 로맨틱적인 특성과 이질

적인 스포티즘의 성격이 한 의복 공간 안에서 공존하며

서로 상충하는 복잡하고 독특한 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은 지금껏 통념적으

로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미의식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

로운 미학적 논의들을 불러오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의적인 시

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하이브리드 융합화 현상 속에서 로

맨틱 스포티즘 스타일 이미지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규

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연구로 로맨틱과 스포티

즘 어휘 개념에서 함의된 특성을 도출하고 각각 복식 스

타일의 미적 특성 및 조형적 특성에서 표현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전체적 내용

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 특성의 용어를 선정한 후, 이 용

어들 간의 융합 어휘를 통해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분석 기준을 세워 선정된 사진을 분류하였다. 또한 앞서

진행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로

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분

류된 사진 분석을 통한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4가지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형식 가시성은 한 의복 안에 부피, 면적, 규모, 크

기, 밀착, 조임 등에서 대조적인 양상이 하나의 지배적

인 형식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동시에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탈경계 감성성은 장식적인 부드

럽고 화려한 감성과 효율적인 모던한 감성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성격의 대립적 감성의 경계를 허물고 대담한

조화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다감각 혼성성은 여성의 육

감적인 매력과 성별 구분 없이 남녀 겸용으로 착용되는

스포티즘의 역동성이 서로 혼재된 감각으로 표출되는 것

이다. 넷째, 탈양식 혼용성은 시대적 하이브리드 현상으

로 이질적인 것들이 융합되면서 기존의 T.P.O에 따른 양

식 구분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운 감성 조합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이미지 융합화 현상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로맨틱 스포티즘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로맨틱 이미지와 스포티즘 이미지에 한정하여 그 융합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밖의 다른 융합 이미지

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복합

적이고 혼합적인 이미지를 가진 로맨틱 스포티즘 패션

의 융합과 특성 도출의 연구과정을 통해 융합 패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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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개 체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이러한 과정이 로맨틱과 스포티한 이미지 이외에

도 모던, 매니시, 에스닉, 엘레강스 등의 여러 이미지가

서로 결합해 더욱더 복잡다단하게 표현되는 패션 이미

지 융합 현상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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