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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펑크 패션 아이템 컬렉션, , ,

아이템 특성 빅토리안 스타일,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isual elements of steampunk

fashion and provide base line data for innovative fashion design ideas and

products. We investigated design characteristics of steampunk fashion style shown

in 3 movies and 3 animat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research drew

intrinsic value of steampunk fashion from three brands ‘Vivienne Westwood’,

‘Dolce & Gabbana’ and ‘Alexander McQueen’. As the research analyzed movies

and animations revealing steampunk style,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found and

assorted into similar categories. Subcategories of steampunk fashion are pluralism,

rebellion and heterogeneity. The followings are result of analyzing three designer

collection listed above. First, steampunk fashion made by designers used various

color and materials to express multi-pluralistic(multiplicity) characteristic. Second,

fashion style in collections revealed artistic and experimental design. This

adventurous and innovative characteristic is categorized as rebellion feature. Third,

steampunk fashion style used mix-match of unexpected materials or unbalanced

silhouette to create a complete fashion style by combining styles in duplicity

which could’ve lack harmony. Intrinsic value of steampunk is defined as graffiti of

19th century’s science technology and utopia spirit. Longing for past and fantasy

was expressed into fashion. Steampunk fashion wants to escape reality and tries

to recreate history of the past faded away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defines steampunk as freedom, deviation and fantastical utopia in positive point

of view. Furthermore, aesthetic implication of steampunk style found in this

research can make a boundary of steampunk style clear and become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es regarding steampunk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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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스팀펑크 스타일은 년 전후로 등장한 새로운 예술 형태2010

로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로도 주목받고 있

다 스팀펑크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분야는. SF

이며 문학 작품 예술 패션 전반에 널리 사(science fiction) , ,

용되고 있다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은 착용자의 패션을 통해.

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착용자의 비주얼적인 측면을 조사하

는 것이 중요하다 스팀펑크는 비주얼적으로 기존의 펑크스.

타일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년 월 뉴욕타임스의. 2008 5

스타일면에서 스팀펑크라는 개념을 크게 주목한 기사가 실

리기도 하였으며 년에 스팀펑크가 서울(Ruth, 2008), 2013

컬렉션에서 패션 디자이너 송혜명에 의해 스팀펑크 컬처‘

비트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후에도 지속적’ (Choi, 2013).

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돌체 가바나 같, , &

은 디자이너에 의해 스팀펑크의 비주얼적 요소들이 응용되

면서 현대 패션에서 디자인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19

세기 요소와 펑크적 요소가 융합적으로 표현되는 비주얼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팀펑크라는 장르의 개념과 속성은 시각적 매체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

은 스팀펑크 패션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연구함으로써 창

의적 패션 디자인 발상과 상품 제작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연구 방법2.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국.

내외 문헌 및 자료 선행 연구 논문 웹사이트 신문 또는· , , ,

잡지 기사를 통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스팀펑크 패션의 특징을 기준으

로 해서 가지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2

품을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는 년 시즌 컬, 2006 F/W

렉션부터 년 시즌 컬렉션까지 최근 년간의 컬렉2019 S/S 14

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인의 전문가 집단의 리뷰 검토를 거친 후 총 장의 전3 173

신 패션 스타일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패션.

아이템 실루엣 소재 색상 액세서리 등으로 나누어 분석, , , ,

후 디자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특히 색상은 세계적으로 색 이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색

체계인 색명법을 따라 표기하였고ISCC-NBS , ISCC-NBS

색채 시스템에 의하면 개 기본 색채는 레드 오렌, 10 (red),

지 브라운 옐로 올리브 옐(orange), (brown), (yellow), (olive),

로 그린 그린 블루 퍼플(yellow green), (green), (blue),

핑크 이다 해당 개 기본 색채와 색명 비비(purple), (pink) . 10

드 옐로 스트롱 옐로 모더레(vivid yellow), (strong yellow),

이트 옐로 다크 옐로 라이(moderate yellow), (dark yellow),

트 올리브 브라운 에 메탈릭 광택이 있(light), (olive brown)

는 것을 로 에 메탈릭 광택이 있는 것을‘gold’ , medium gray

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무채색은 개의‘silver’ (Kim, 2008). 3

무채색 명도 영역 인 화이트 그레(neutral categories) (white),

이 블랙 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gray), (black) (Goh, 2012).

선행연구 중 의 연구는 스팀펑Cherry and Mellins(2012)

크를 논의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고찰이 배제되어있어 연구

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스팀펑크 패션의 조.

형성과 표현 특성을 연구한 은Kim and Kwon(2015) 2010

년부터 년까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에 나타난 내2014

적 가치를 향수와 그리움 자유와 일탈 환상과 유토피아 세, ,

가지로 정의하였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스팀펑크적 요소.

를 남성과 여성 패션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는 현Choi(2013)

대 대중 패션에서의 스팀펑크 패션을 배제하고 한정된 매체

에서 스팀펑크 패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백 투 더 퓨쳐< >, < 3>,

써커펀치 와 애니메이션 스팀보이 하울의 움직이는< > < >, <

성 보물성 속에서 나타나는 스팀펑크의 디자인적 특성>, < >

을 고찰하여 하위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년, 2006

시즌부터 년 시즌 해외 컬렉션에서 스팀펑크F/W 2019 S/S

패션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내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이론적 고찰.Ⅱ

스팀펑크의 개념1.

스팀펑크 는 년대부터 년대 초 사이에(steampunk) 1980 1990

유행했던 판타지 장르를 말한다 스팀펑크는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많은 장르를 통해 나타,

나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대거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한.

년대부터 더 주목받기 시작한 스팀펑크는 일반적으로1980 ,

영화의 장르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스팀펑크는 스팀과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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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쳐진 합성어로 단어를 따로 떼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

은 의미를 내포한다.

스팀은 인류 역사상 증기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와‘ '

지역을 대표하며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세기 영, 19

국 빅토리아 시대를 가리킨다 빅토리아 시대는 대영제국의.

전성기였으며 산업혁명이라는 톱니바퀴가 왕성한 소리를 내

던 시기였다 증기는 중요 동력원으로써 과학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각종 기괴하고 신기.

한 발명품들이 문학작품에 계속해서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형태가 복잡한 기계 유행의 영향이었다.

펑크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거리‘ ' 2

에서 정착된 패션 스타일의 일종이다 낙천적이고 유토피아.

적인 히피에 비해 실업이 만연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갈등으로 생겨난 문화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반항

적이며 공격적인 것이 특징이다 충격적이고 의도적인 추한.

표현을 통해 미래가 없음을 상징한다 미래에 대한 포기는.

펑크를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로 변화하게 했다.

이 두 가지 관련성이 없는 개념이 과 같이 한데Figure 1

모여 스팀펑크라는 독창적인 예술적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스팀펑크 스타일은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스팀펑크는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에 증기기관이라는 현대

적인 과학기술이 조합된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스팀펑크2. ·

현대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스팀펑크를 조사하기 위해 문,

학 영화 애니메이션을 조사하였으나 문학에서는 스팀펑크, ,

시대를 나타내는 배경 및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 시각적으,

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스팀펑크의 디자인 특성 분류에서 문학을 제외한 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한정하여

Figure 1. Definition of steampunk Fashion

스팀펑크 아이템 정의를 진행하였다.

영화 분야에서의 스팀펑크1)

영화 속의 패션 스타일은 주인공의 내면적인 감정 극중 성,

격 그리고 전개될 스토리의 상황 등 모든 것을 암시한다, .

작가가 추상적으로 설정한 등장인물을 구체적인 시각적 인

물로 형상화 시키는 것이 영화 의상의 역할이다(Lim &

Lee, 2016).

영화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패션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

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인의 전문가집단 의견을 종합하여3

시각적 자료를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는 아이템 실루엣, ,

소재 색상 액세서리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 ,

해 각 영화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단어를 도출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1)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는 년대 미국의 동명< >(1999) 1960

스파이 드라마를 각색한 것으로 원작의SF(science fiction)

창의력은 당시 최고로 평가되었다 적 원소와 서부 카우. SF

보이들의 이야기가 한데 결합되었으며 자본을 아끼지 않아,

스크린 상에서 마치 진짜 같은 전대미문의 스팀펑크 서부

세계가 펼쳐졌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에서 남성은 프록. < >

코트를 자주 착용하였고 셔츠 웨이스트 코트 등을 찾아볼, ,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로브가 많이 보였는데 특히 크리놀.

린을 로브 안에 착용하여 부풀어 오른 라인의 로브를볼 수

있었다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꽉 맞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

리가 가늘어 보이도록 연출하였고 이는 에 정리하였Table 1

다 기능적인 코르셋을 장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여 착용한 것이 특징이다.

백 투 더 퓨쳐(2) 3

백 투 더 퓨쳐 는 완벽하게 스팀펑크 과학기술의< 3>(1990)

발생을 해석해냈다 영화는 마틴과 과학기술 발명을 좋아하.

는 브라운 박사가 년의 미국 서부로 건너갔다가 당시1885

기술로 타임머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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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Steampunk Movies

Movie Title Wild Wild West (1999) Back to the Future 3 (1990) Sucker Punch (2011)

Movie Scene

Figure 2. James west and
Gordon in ruff collar of

steampunk style
(movie.naver.com)

Figure 3. Dr. Brown and Mcfly
are manipulating the time

machine
(www.youtube.com)

Figure 4. Sucker punch movie
poster

(movie.naver.com)

Item

Man: Frock coat, morning coat,

waistcoat, shirt

Man: Frock coat, morning coat,

waistcoat, shirt

Man: Morning coat, waistcoat,

shirt

Women: Robe (crinoline), corset
Women: Robe

(crinoline)

Women: Robe (crinoline),

corset, skinny pants

Silhouette

Man: H line, fitted line Man: H line Man: H line

Women: X line, fitted line,

dome, H line
Women: X line, A line

Women: X line , fitted line, H

line

Material Wool mixed fabric, lace, cotton Wool mixed fabric, lace, cotton
Wool mixed fabric, lace,

cotton, leather

Color

Man: Dkgy, mgy, W,

3:yR-2.5-2s, BK
Man: Mgy, W, 3:yR-7.5-4s, BK Man: Mgy, W, 3:yR-6.5-3s, BK

Women: 1:pR-2.5-3s,

1:pR-3.5-4s

Women: 24:RP-7.5-2s,

1:pR-3.5-3s
Women: BK

Accessory Hat, pocket watch, pistol, cane Hat, pocket watch
Hat, pocket watch, goggles,

mask

Represe-ntative

Word

The western world,

adventure, restoration,

multiplicity, playfulness,

innovation

Adventure,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playfulness, analogue,

innovation

Adventure,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difference, analogue,

innovation

있다 영화에 다양한 스팀펑크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기차 앞머리를 개조한 유사 타임머신 기차와 기관총 등

다양한 것들이 세기 과학기술의 소재로 삼고 있다19 . Table

에 의하면 백 투 더 퓨쳐 는 주로 남성들이1 < 3>

프록코트와 모닝코트 안에 셔츠를 착용하고 보타이를 한

모습과 중절모를 착용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주로 스커트가 부푼 형태의 로브를 착용하였고 체크,

문양이나 스트라이프 문양 등 다양한 패턴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써커 펀치(3)

독특한 시각 효과를 주로 활용하는 감독 잭 스나이더(Zack

도 스팀펑크의 요소를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Snyder) .

이 영화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

불린다 년대를 배경으로 복고풍 증기 무기를 사용하는. 1950

스팀펑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써커. <

펀치 에서는 남성은 모닝코트와 드레스 셔츠 등을>(2011)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은 과거와 현대의 패션이,

공존하여 크리놀린을 덧대어 입은 로브와 코르셋을

착용하는 모습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스키니 진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Table 1).

영화를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셔츠 조끼 재킷과 같은 앙상블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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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로브와 코르셋의 착용이 두드러졌다 또 현대와 과거의.

패션이 공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깊게 파인 티셔츠에,

스키니 팬츠를 착용하는 등의 과감함을 보였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스팀펑크2)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패션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는 아이템 실루,

엣 색상 액세서리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

각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단어를 도출

했다 인의 전문가 집단 의견으로 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 3

에서는 소재를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Steampunk Animations

Movie title Steamboy (2003) Treasure Planet (2002) Howl's Moving Castle (2004)

Movie Scene

Figure 5. Steam and Scarlett
flying in the sky using steam

(movie.naver.com)

Figure 6. Jim and Brian on a
flying ship

(movie.naver.com)

Figure 7. Sophie and Howl
who wears goggles
(movie.naver.com)

Item

Man: Morning coat, waistcoat,

shirt. coat, jacket, shirt, vest,

pants, t-shirts

Man: Coat, jacket, shirt, vest,

pants, tops
Man: Coat, jacket, shirt, pants

Women: Dress, jump suit
Women: Dress, coat, jacket,

shirts, vest, pants
Women: Dress

Silhouette
Man: H line Man: H line, inverted triangle Man: H line

Women: X line Women: X line, dome Women: X line , dome

Color

Man: mGy, W, 2:R-4.5-7s,

2:R-2.5-3s, 3:yR-6.5-3s, BK

Man: mGy, W, 2:R-4.5-7s,

2:R-2.5-3s, 3:yR-6.5-3s, BK
Man: W, BK 2:R-4.5-5s

Women: W, 2:R-4.5-7s Women: BK, 17:B-5.5-4s
Women: BK, 2:R-4.5-5s,

9:gY-5.5-5s

Accessory
Hat, pocket watch, goggles,

mask
Hat, goggles, prosthetic arm Hat, goggles, mask, bow tie

Represe-ntative

Word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restoration,

multiplicity, innovation

Adventure,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difference,

innovation

Adventure,

mechanical aesthetics,

danciness, difference

스팀보이(1)

스팀보이 는 세기 중반의 영국을 배경으로 한 애< >(2003) 19

니메이션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가장 전형

적인 스팀펑크 작품의 하나이다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증기기관

차를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 같은 실제 인물을 더하기도 하

였다 특히 수정궁 이미지로 나타난 만국박람회는 산업시대.

최고 기술력을 과시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시대에

대한 경이와 향수가 투영되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Oh,

화려한 배경 교통 군사 장비 및 신식무기들 모두2017). , ,

완벽하게 증기 시대의 미학적 특징을 나타내며 스팀펑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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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구현해 냈다 스팀보이에서 등장하는 남성들은 러플이.

달린 화려한 셔츠에 조끼와 자켓 팬츠를 입은 모습과 기계,

공과 비슷한 복장의 활동적인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드레스와 점프슈트가 주를 이루.

었고 라인의 실루엣이 가장 대표적이었다X .

보물성(2)

보물성 은 스티븐슨의 걸작소설 보물섬 의 시대적< >(2002) < >

배경과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져왔고 주요 요소들을 변경하,

여 스팀펑크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원작의 보물지도는. ,

행성지도로 바뀌었고 범선은 우주선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

해 이미 원작을 접했던 대중들은 색다른 매력에 흥미를 느

낄 수 있었다 보물성 의 남성들은 주로 셔츠 자켓 코트. < > , ,

등 일반적인 서양 패션 스타일에 기계적인 부속들이 더해진

복장을 착용하였다 과장된 베럴 라인이나 역삼각형 라인의.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들은 여성적인 느낌의 드레스.

나 남성미가 느껴지는 자켓 코트 등을 착용하였고 라인, X ,

돔 라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3)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은 영국작가 다이애나 웨인 존< >(2004)

스 의 동명 판타지 소설을 각색한 것으(Diana Wynne Jones)

Table 3. The Analysis of the Visual Feature of Steampunk in the Films and Animations

Title Visual feature Characteristic Case

Wild Wild West

(1999)
 Robe(crinoline): Characterized by

19th-century dress

 Frock Coat : A representative coat

worn in the 19th century and often

appears in movies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difference,

restoration,

multiplicity,

playfulness,

analogue,

innovation

Figure 8. Wild Wild
West

(movie.naver.com)

Back to the Future 3

(1990)

Howl's Moving Castle

(2004)

 The background of the age: late 19th

century

 SF fantastic elements: The mix of

classical style a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teamboy (2005)

Wild Wild West

(1999)  Adding new features to a steam

locomotive or car

 A variety of weapons have appeared Mechanical

aesthetics,

fanciness,

restoration,

multiplicity,

difference,

innovation

Figure 9. Howl's moving
castle

(movie.naver.com)

Back to the Future 3

(1990)

Sucker Punch (2011)

Treasure Planet

(2002)

 Transportation such as flying ships,

walking castles, and flying devices

 Expression of goggles, mechanical

accessories, etc.

Howl's Moving Castle

(2004)

Steamboy (2005)

로 또 다른 종류의 스팀펑크 영화라고 평가받는다(Ran,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은 판타지적 색채가 농후한 이2011). < >

동하는 성의 디자인이 매우 눈에 띄며 거대한 몸체와 복잡

한 기능은 마치 운동하는 증기도시와 같이 표현되었다 철근.

건축물과 굴뚝 도르래 등이 서로 빛을 발휘하며 움직이는,

성은 장면 곳곳에 스팀펑크의 특징을 구현해 내었다 애니메.

이션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주로 셔츠에 보타이를 착용하고,

조끼와 코트 팬츠를 입는 앙상블을 주로 보여주었다 여성, .

은 주로 라인의 실루엣인 드레스를 착용하였다X .

애니메이션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영화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는 셔츠 조끼 재킷로 구성된 앙상, ,

블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드레스의 착용,

이 가장 많았다 기계적인 장식이 된 화려한 장신구와 모자.

등을 착용하여 스팀펑크의 느낌을 더욱 잘 보여주었다

(Table 2).

영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나타난 스핑펑크를 정리한

과 를 통해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Table 1 Table 2

스팀펑크 패션의 특성을 대표 단어들을 종합하여 유사한 항

목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들을 제거

하여서 과 같이 정리되었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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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rivation of the Subcategory of Steampunk Fashion

Categorization Key words Characteristic Case

Movie

Mechanical aesthetics

Multiplicity

Back to the Future 3

(1990),

Steamboy

(2005)

Adventure

Fanciness

Difference

Restoration

Multiplicity

Rebellion

feature

Wild Wild West

(1999),

Treasure Planet

(2002)

Playfulness

Analogue

Innovation

Animation

Mechanical aesthetics

Adventure

Heterogeneity

Sucker Punch

(2011),

Howl’s Moving Castle

(2004)

Restoration

Multiplicity

Difference

Fanciness

Innovation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서 스팀펑크의 시각적 특징 분석한

의 대표 단어는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의 하위 범주Table 3

도출하기 위해 종합하여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Table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스팀펑크 패션의 하위범4).

주는 다원성 반항성 이질성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도출되, ,

었다 도출된 하위범주를 기준으로 컬렉션에서 나타난 스팀.

펑크 패션의 표현 특성을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의 분석.Ⅲ

컬렉션에 나타난 스팀펑크 패션의 디자인 특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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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펑크 패션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는 브랜드와 시즌을

조사해본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 는, (Vivienne Westwood)

외 차례 런던 패션쇼 돌체 가바나2010 S/S 5 , & (Dolce &

는 외 차례 밀라노 패션쇼 알렉산더Gabbana) 2006 F/W 5 ,

맥퀸 의 외 차례 런던 패션(Alexander McQueen) 2009 S/S 7

쇼로 나타났다 개 패션 브랜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스팀펑. 3

크 패션 작품은 총 장으로 위 컬렉션을 전문가집단 명173 3

이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장 돌체. 22 ,

가바나가 장 알렉산더 맥퀸이 장으로 나타났다 스& 80 , 71 .

팀펑크 패션의 특성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의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아이템 실루엣 소재 색상 액세서리로 항목을 나, , , ,

누어 분석하였다.

아이템1)

여성복의 종류를 품종이라 부른다 여성복 대 품종은 스커. 6

트 블라우스 팬츠 드레스 재킷 코트이다 품종을 세분화, , , , , .

한 단계가 품목이다 품목은 아이템 이라고 부른다. (item) (Le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템에 대한Kim, & Park, 2019).

정의는 품종을 세분화한 단계의 품목으로 정의하고 분석하

였다.

컬렉션에 나타난 장의 이미지를 선정해 조사하였는데173

장의 이미지에서 나타난 아이템은 총 개로 도출되었173 317

다.

스팀펑크 패션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이템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드레스 스타일과 점프슈트 스타일을,

포함한 드레스 상의 하의 를 기준으로(dress), (top), (bottom)

제시하여 더 자세하게는 코트 재킷 셔츠(coat), (jacket),

블라우스 팬츠 스커트 등으로(shirt), (blouse), (pants), (skirt)

분류하였으며 아이템 활용을 위한 분석에 있어 두 가지 이,

상을 착용한 이미지의 경우 아이템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 Item Analysis in Collection (Frequency %)

Item

Dress Top Bottom

Jump
Suit

Dress Coat Jacket Blouse Shirt Vest Corset Pants Skirt Shorts

Total

6 (2) 102 (32) 20 (7) 36 (11) 7 (2) 45 (14) 17 (5) 15 (5) 53 (17) 13 (4) 3 (1)

108 (34) 140 (44) 69 (22)

317 (100)

아이템 분석 결과는 와 같은데 상의는 개Table 5 , 140 (44%)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드레스가 개 하의가, 108 (34%), 69

개 의 비율로 나타났다 개의 아이템 실증적 분석(22%) . 317

자료 중 드레스가 장 의 선호를 보이며 컬렉션에102 (32%)

나타난 패션 중 가장 많은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드레스를.

뒤이어 팬츠가 장 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아이템53 (17%)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셔츠 개 재킷 개, 45 (14%), 36

코트 개 조끼 개 코르셋 개(11%), 20 (7%), 17 (5%), 15 (5%),

스커트 개 블라우스 개 점프슈트 개13 (4%), 7 (2%), 6 (2%),

쇼츠가 개 의 순서로 나타났다3 (3%) .

실루엣2)

패션 스타일 용어에서의 실루엣 은 형 모양 패션(silhouette) , ,

스타일의 외형선의 의미로 쓰이며 이것은 패션 스타일의 전

체적인 윤곽선을 말한다 실루엣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장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173 .

실루엣은 크게 아우어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straight silhouette), (bulk

등 가지로 나타났다silhouette) 3 .

실루엣 분석 결과 과 와 같은 아우어글, Figure 3 Figure 4

라스 실루엣은 장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100 (58%) ,

와 같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장 벌크 실Figure 2 51 (29%),

루엣이 장 의 비율로 나타났다 아우어 글라스 실루22 (13%) .

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을 세분화해서 분석해보, ,

면 라인이 장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돔 실루엣H 44 (25%)

이 장 피티드 실루엣과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이 각29 (17%),

각 장 장 의 순으로 나타났다20 (12%) 19 (11%) .

소재3)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인간의 감성적이고 시각적

인 면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패션 스타일에서도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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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olce & Gabbana 2012 F/W
(http://www.vogue.co.kr)

Figure 11.
Vivienne Westwood 2014 S/S
(http://www.vogue.co.kr)

Figure 12.
Dolce & Gabbana 2019 S/S
(http://www.vogue.co.kr)

Table 6. Silhouette Analysis in Collection (Frequency %)

Silhouette

Hourglass Straight Bulk

Fitted Princess Dome Mermaid Flare Hourglass Empire H Line
Trap zeé
Line

X Line T Line

Total

20 (12) 8 (5) 29 (17) 11 (6) 13 (7) 19 (11) 4 (2) 44 (25) 3 (2)
11

(6.5)

11

(6.5)

100 (58) 51 (29) 22 (13)

173 (100)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게 되었다 패션 스타일에서의 재질은.

소재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특성으로 형태나 색상과 마찬가

지로 패션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패션 스타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좌우된다.

장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개의 아이173 , 317

템이 도출되었다 명의 전문가 집단은 장의 이미지의. 3 173

소재를 분석하여 면 레이스 샤 실크(cotton), (lace), (gauze),

가죽 금속 벨벳 쉬폰(silk), (leather), (metal), (velvet),

니트 모직물 등으로 세분화 하여(chiffon), (knit), (woolen)

나누었다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 소재에서는 면 소재는.

개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레이스 소재는 개141 (44%) , 48

샤 소재는 개 실크 소재는 개 가죽(15%), 25 (9%), 19 (6%),

소재는 개 쉬폰 소재는 개 금속 소재는17 (5%), 16 (5%), 14

개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4%) .

색상4)

본 연구에서는 표색계 중 컬러시스템에 근거하ISCC-NBS

였고 의상 벌에 개 이하의 색채가 동시에 출현한 경우는, 1 4

각각 별도의 색채로 수집하였고 개 이상의 색채가 한 벌, 5

안에 내포된 경우는 자료 수집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색채의 출현빈도는 백분율에 의한 출현율로 전환하

여 분석하였고 총 개의 색상이 나타났다326 .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의 는 무채색 계열로 표현되었57%

고 무채색 계열 중에서도 블랙이 개 로 가장 많이, 105 (32%)

나타났다 특히 블랙은 벨트나 헤어 액세서리 등. , Figure 8

에서 보이는 것처럼 꾸준히 노출이 되었다 에서. Figure 9

보이는 것처럼 광택감 있는 소재의 사용은 고급스러우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했고 이와 같은 색상은 실버로

표기되었으며 개 비율로 나타났다 의 돌13 (4%) . Figure 10

체 가바나 슈트는 화이트와 블랙 골드 포인트로 구성되& ,

어있다 이와 같이 골드는 메탈릭한 느낌을 주며 포인트가.

되어 많은 컬렉션에서 선보여졌고 의 비율을 차지하였16%

다 그 외에도 유채색에서는 레드가 개 로 가장 많이. 38 (9%)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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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terial Analysis in Collection (Frequency %)

Mate-
rial

Cotton Lace
Plain
gauze

Silk Leather Metal Velvet Chiffon Spangle Fur Vinyl Knit Wool

Total

141

(44)

48

(15)

25

(9)

19

(6)

17

(5)

14

(4)

7

(2)

16

(5)

10

(3)

4

(1.5)

2

(1)

5

(1.5)

9

(3)

317 (100)

Figure 13.
Vivienne Westwood 2014 S/S

(http://www.vogue.co.kr)

Figure 14.
Dolce & Gabbana 2019 S/S
(http://www.vogue.co.kr)

Figure 15.
Alexander McQueen 2019 S/S

(http://www.vogue.co.kr)

Table 8. Analysis of Color in the Collection (Frequency %)

Color

Neutral Color Metallic Color Chromatic Color

White Gray Black Gold Silver Red Orange Yellow Brown Olive
Yellow
Green

Green Blue Purple Pink

Total

68

(19)

14

(4)

105

(32)

38

(11)

13

(4)

31

(9)

3

(1)

13

(4)

15

(5)

1

(0.3)

2

(0.6)

1

(0.3)

9

(3)

5

(1)

8

(2)

187(57) 51(16) 88(27)

326 (100)

액세서리5)

스팀펑크 패션에 있어서 장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 스팀펑크.

의 이질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데 소재와 보조 기구

와 같은 기계적인 장식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다 액세서리.

분석에서는 장갑 조형물 마스크(gloves), (modelling objects),

모자 코르셋 벨트 헤어 장식품(mask), (hat), (corset), (belt),

으로 세분화 하여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hair ornament) .

결과 벨트가 개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헤어장식, 56 (49%)

품이 개 모자가 개 장갑과 마스크가 모두20 (17%), 16 (14%),

개 으로 나타났으며 코르셋이 개 조형물이 개8 (7%) 6 (5%), 2

의 순으로 나타났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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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lexander McQueen 2011 F/W

(http://www.vogue.co.kr)

Figure 17.
Vivienne Westwood 2012 F/W

(http://www.vogue.co.kr)

Figure 18.
Dolce & Gabbana 2006 F/W
(http://www.vogue.co.kr)

Table 9. Analysis of Decoration in the Collection (Frequency %)

Decoration Gloves A Sculpture Mask Hat Corset Belt
Hair

decoration

Total

8 (7) 2 (1) 8 (7) 16 (14) 6 (5) 56 (49) 20 (17)

116 (100)

컬렉션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아이템은 드

레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루엣은 아우어글라,

스 라인 소재는 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색상은, .

블랙 액세서리는 벨트 장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아이템 중,

스팀펑크의 빅토리아시대의 기계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

한 것으로 남성의 경우는 셔츠 조끼 재킷과 같은 앙상블, , ,

여성의 경우에는 아우어글라스 라인의 드레스로 판단되었다.

스팀펑크 패션의 미적 특성2.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팀펑

크 패션의 미적 특성을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가지로 분3

류하였다.

컬렉션에 나타난 스팀펑크 패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원성 이중성 반항성 순서로 나타났다, , , .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스타일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원피스 드레스 스타일로 무채색

의 라인 라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색상A , X

과 소재로 포인트를 주며 단조로움을 없애고 신선함을 주는

반항성이 짙은 경향을 보였다 어두운 이미지가 담긴 메이크.

업과 스타일링을 통해 반항적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길이와 부피의 소재로 레이어드가 이루어져 예상치

못한 이질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시대적 복식의 라인에.

다채로운 색감과 다양한 소재로 환상적인 스팀펑크 패션을

표현하며 다원성을 보여주었다.

돌체 가바나의 컬렉션에서는 세기 빅토리아시대의& 19

아이템을 다양한 시즌에서 색다르게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선보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원성과 함께 일반적인 것으.

로부터의 도피로 새로운 즐거움을 주며 이를 통해 유희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이질적인 소재조합 색상 조합을 통해. ,

새로운 미적 즐거움을 주었으며 화려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의 것에 대한 반항성과 이중성이 나타났다.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소재의 믹

스 매치가 이루어지고 언밸런스한 실루엣에 가죽과 레이스

의 조화로 인한 이질성의 미가 두드러졌다 시대적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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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을 과감하게 연출하여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또한.

클래식한 피티드 실루엣의 정장에 몸을 묶은 듯한 형태의

체인 장식과 몸을 드러내는 트임 장식 큰 금속 액세서리,

Table 10. The Analysis of the Aesthetic Properties of Steampunk in the Collection

Rebellion Duplicity feature Multiplicity

CharacteristicAdventure,
Innovation

Fanciness,
Analogue,
Playfulness

Technical
Aesthetics,
Difference,
Restoration,
Multiplicity

Vivienne

Westwood

Figure 19.
Vivienne

Westwood 2012
F/W

(http://www.vog

ue.co.kr)

Figure 20.
Vivienne

Westwood 2010
S/S

(http://www.vog

ue.co.kr)

Figure 21.
Vivienne

Westwood 2011
F/W

(http://www.vog

ue.co.kr)

- Color block, layering, A-line silhouette,

X-line silhouette.

- Dress: A colourless A-line dress,

unexpected color mix match:

Rebelliousness.

- Layered style: Achromatic shirt, outer

dark tone color point inner or lower,

accessory mix match of heterogeneous

material: Heterogeneity.

Dolce &

Gabbana

Figure 22.
Dolce &

Gabbana 2019
S/S

(http://www.vog

ue.co.kr)

Figure 23.
Dolce &

Gabbana 2012
S/S

(http://www.vog

ue.co.kr)

Figure 24.
Dolce &

Gabbana 2006
F/W

(http://www.vog

ue.co.kr)

- Reinterpreted 19th century Victorian

item reinterpreted by mixing vivid color

and various materials

Alexander

McQueen

Figure 25.
Alexander

McQueen 2018
S/S

(http://www.vog

ue.co.kr)

Figure 26.
Alexander

McQueen 2013
S/S

(http://www.vog

ue.co.kr)

Figure 27.
Alexander

McQueen 2011
F/W

(http://www.vog

ue.co.kr)

- Unexpected mix of materials, utilizing

fitted silhouette.

- A mixture of colorful printed materials

and bold accessories.

- Mix match with leather and races in

an unbalancing silhouette: Heterogeneity.

- Chain decorations and trims in classic

fied suit line: Rebelive

등을 활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이를 통해 클래식에 대한 반

항성이 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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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펑크 패션에 나타난 내적 가치.Ⅳ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술과 패션 분야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

리 잡은 스팀펑크는 반항성 이중성 다원성의 조형적인 특, ,

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 본 결과 스팀펑크 패.

션에 나타난 내적 가치는 총 가지로 정의 가능하며2 1) 19

세기 과학기술의 그라피티 유토피아 정신으로 도출되었, 2)

다.

세기 과학기술의 그라피티1. 19

그라피티 의 어원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graffiti) ‘ , ’

이탈리아어 이다 공공장소 벽이나 그 밖의 화면‘graffito’ . ( )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

림을 뜻한다 스팀펑크는 중기를 동력으로 하는 산업혁명 시.

대의 스타일로 세기 영국과 평행하는 세계를 나타내는데19 ,

이것이 잘 정돈되지 않고 현대의 패션 스타일과 어우러지는

형상을 보인다 현대의 소재 색상 등을 활용하여 덧입혀지. ,

지만 근본적으로 구성되는 아이템과 실루엣이 세기를 기19

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인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시대의 이미지가 강해 빈티지한 느낌을 나타

낸다 스팀펑크 패션에서 나타난 디자인들은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상상력으로 고심하여 창조해 낸 가상의 창조물이며

현대 패션에 덧입혀진 그라피티와 같은 패션이다 이는 다원.

성을 구성하는 기계적인 미학과 복고성 이질성 등으로 나타,

났으며 과거와 환상에 대한 동경이 패션에 표현되어 현실을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 시대의 재창조에 대한 욕구가 과학기

술의 발전과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패션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토피아 정신2.

유토피아 는 현실적으로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utopia)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 토마스 모어가,

년 본인의 저서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1516 ‘

아에 관하여에서 그리스어의 없는 장소 라’ ‘ (ou-)’, ‘ (toppos)’

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이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지만 좋은 곳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스팀펑크의 장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내적

가치이다 펑크는 일종의 비주류적이고 반역적인 요소가 존.

재하기 때문에 가상세계가 나타나는 형식에 적합한 장르를

표현하기에 판타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다는 이상

적인 부분이 있다 스팀펑크와 유사한 카테고리로 비교되는.

사이버 펑크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사이버네틱스SF

와 펑크 의 합성어이다 스팀펑크는 사이(cybernetics) (punk) .

버펑크와 마찬가지로 반역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사회적 무,

정부주의의 펑크 문화와는 다르다 스팀펑크는 예술 분야에.

서 보았을 때 유토피아적인 성향이 강하며 영화와 애니메이

션에서 기계의 발전에 대한 동경 과학기술로 인해 이루어진,

물질문명 등으로 표현된다 스팀펑크는 인류의 공허하고 막.

연한 정신세계를 본떠 환상적 장식적 아날로그적 때로는, , ,

유희적으로 다채롭게 표현하여 하나의 유토피아로 보여준다.

스팀펑크 패션에서 보이는 스팀펑크 또한 다채로운 색상과

소재 시대적 복식의 재조명 등을 통해 환상성이 표현되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스팀펑크 스타일이 나타난 영화 애니메이션,

을 분석하여 기계적 미학 장식성 이중성 복고성 다원성, , , , ,

유희성 혁신성 등 다양한 특징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종합하,

여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나.

타난 스팀펑크 패션의 하위 범주는 다원성 반항성 이중성, ,

의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해당 특성에 따라 인의 디자이. 3

너 컬렉션 의상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이너들이 표현한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은 다채,

로운 색감과 소재를 사용하여 다원적인 패션 스타일로 표현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의상에 기계적 미학의 특징을 가진.

액세서리를 사용하거나 이국적 미래적인 독특한 소재나 문,

양 디테일들이 표현되어 현대적인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로,

나타났다.

둘째 컬렉션에서 표현된 패션 스타일이 예술적이고 실험,

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나 이를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특징으

로 분류하였으며 이 특징들을 반항성으로 명시하였다 반항.

성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의 도피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안해 즐거움을 주었다.

셋째 스팀펑크 패션 스타일은 예상하지 못한 소재의 믹,

스 매치나 언밸런스한 실루엣을 활용하여 자칫 조화를 이루

기 어려운 이중적인 스타일을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표현하

였다 빅토리아 시대 의상에서 속옷이었던 코르셋이나 치마.

버팀대를 액세서리로 표현하여 당시 시대적 의상에 화려함

을 더하는 유쾌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스팀펑크에서 표현된 내적 가치는 세기 과학기술의 그19

라피티와 유토피아 정신으로 정의하였다 과거와 환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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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경이 패션에 표현되어 현실을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

시대의 재창조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욕구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패션으로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

대인들에게 스팀펑크는 자유로움이자 일탈로 정의가 가능하

며 긍정적인 의미의 환상인 유토피아로 표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디자인 영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스팀펑크

작품을 통해 스팀펑크 스타일의 특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스팀펑크 패션의 특징을 활용하여 의상 디자인 구현 시.

참고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욱이 연구를 통해 스팀펑크

스타일 의상이라는 개념이 분명한 범주를 확정 시킬 수 있

기를 바란다 또 연구 과정 속에서 스팀펑크 스타일이 담고.

있는 미학적 함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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