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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ign of Paul Smith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Britishness. Britishness form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haracter to encompass the lifestyles and traits of individual people through a 

shared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ic experiences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of the U.K., amid current global trends toward gigantic single 

market. In every season, Paul Smith is presenting various authentic tailored 

suits, reflecting the empirical positivism, characterized by traditional conservatism 

through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characteristic individualism through a 

reproduction of the sub-culture, optimistic naturalism through fabric and 

printing on the basis of the Britishnes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ul Smith brand distinguished through its unique highlights of strong 

symbolism of the well-balanced U.K., with very individualistic and innovative 

ideas presenting basic and methodical research of Britishnes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facilitate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fashion brand and exploring its direction, and it will also provide a crucial basis 

to seek the methods to express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setting a new course for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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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 현상은 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 극도의 획일화와 같은 부, 

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져가고 있으며 문화적 세, 

계화의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 혹은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경. 

험과 생활양식 사람들의 집단적 성향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는 곧 한 국가의 문화와 국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각자

의 고유한 전통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패션 시장 또한 예외일수 없듯이 세계화로 

인한 보편성의 획일화 속에서 소비자를 비롯한 디자이너 모

두 끊임없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패션 브랜드 폴 스미스  (Paul Smith, 

는 영국의 문화와 영국다움 을 상징하는 브리티1946.7.5. ) ‘ ’∼

시니스 를 패션에 적극적으로 대입시켜 차별성을 (Britishness)

통해 전통과 혁신의 공존 그리고 개성의 표현이 자유로운 

영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다. 

폴 스미스는 영국 정체성과 영국 패션 디자인의 리브랜딩

에 대한 논점 모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re-branding)

하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 창작물 또한 디자이너 개인의 취

향과 개성이 내포된 창작물인 한편 각각의 개별적인 사회 

혹은 지역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이 부각된 세계

화 시대의 중요한 문화상품을 내포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국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패션  , 

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 세기 20

영국의 스트리트 패션과 하위문화에 대해 논의할 뿐 국가 

혹은 국민과 같은 집단 안에서의 생활양식이나 성향에 따른 

영국다움을 상징하는 영국의 문화와 브리티시니스를 다루는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영국 패션에 관한 연구동향은 존 갈. 

리아노 비비안 웨스트우드(John Galliano), (Vivienne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Westwood), (Alexander McQueen), 

샬라얀 등 전위적인 특성을 지닌 디자이(Hussein Chalayan) 

너 작품 분석과 버버리 아쿠아스큐텀(Burberry), 

과 같이 영국의 전통성을 강조한 클래식 스타(Aquascutum)

일을 선보이는 영국 대표 브랜드 분석에 편중되어 있을 뿐, 

폴 스미스를 단독으로 연구한 결과는 과 Song(2003) Lee, 

으로 한정되어 있다 폴 스미스의 경우 Jo, and Lee(2010) . 

영국 문화를 상징하는 브리티시니스에 충실한 디자인 전개

를 선보이며 전통과 혁신의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히 융합

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디자이너로서 영국의 문

화와 국민성을 대표하는 브리티시니스 관점에서의 분석에 

있어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영국 

다움을 상징하는 브리티시니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영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패션의 흐름을 바탕으로 폴 스미스 

패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자연환경. 

과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 국민 개개인의 생활

양식과 성향의 집합체인 국민성을 토대로 확립된 브리티시

니스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폴 스미스의 성장 시기인 세20

기 후반 영국 전후 세대의 전반적인 문화와 패션에 대해 고

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집단적 생활양식에 근거  

한 영국의 문화와 브리티시니스의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 속 독창적인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

는 폴 스미스 패션의 특성을 밝혀 그의 패션에 따른 정체성 

확립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또한 패. 

션 브랜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브리티

시니스의 새로운 연구 방향 및 방법의 틀을 제시하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관련 전문서적 및 학위학술논문을 토대  ‧
로 다양한 폴 스미스 관련 기사와 인터뷰 자료를 내용분석

적인 방법으로 문헌 연구하였다 사례 연구에 사용된 시각자. 

료는 도서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에 실린 여 장의 , , 1,600

사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선택하였으며 사례 연구의 범위, ‧
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선임 후 쿨 브리타니아‘

문화정책을 실시한 년 이후 현재까지 (Cool Britannia)’ 1997

나타난 폴 스미스 남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시즌마다 반복

적으로 등장하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의상에 나타

난 스타일 양식 형태 소재 색상과 무늬 디테일과 트리밍, , , , , 

액세서리 등 다각적인 시각 자료와 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 

영국의 국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국의 문화와 패

션에 나타난 브리티시니스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 

영국 특유의 브리티시니스를 해외 수출로 이끈 폴 스미스는 

패션 브랜드 정체성 확립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한국문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

는 방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패션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

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브리티시니스의�개념과�특성II.�

국민성과 같은 집단적인 정체성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함께 하면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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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은 로버트 캐너다인(Park, 2006). , (Robert 

의 보이지 않는 접착제 개념과 같이 국민들이 Cannadine) ‘ ’ 

공유하는 가치와 기대로써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

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사고의 (Gannon, 1994/2002)

전수를 통해 한 사회의 전통이라 부르는 문화를 형성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축적한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속감을 전제로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한 사회의 고유

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고유성은 다른 문화집단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분되지만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타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 가능한 고정불변의 특징이 아니

다 패션 또한 한 국가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속에서 특정한 . ‧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출된 결과물로서 물리적인 전통 복식의 요소는 물론 

국가가 지닌 고유한 취향과 가치 등 이념적 사고도 전수받

는다. 이처럼 국가를 기반으로 한 문화와 패션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전통을 내포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한편 다른 , 

국가와 구별되는 그 나라만의 차별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 

패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예술적 감각과 활동의 결

과로 개인은 물론 한 사회집단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들의 경험을 통한 취향을 비롯해 생활양식 혹은 사고방식의 

틀을 제공하는 한편 정체성 표현의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내포하는 브리티시니

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티시니스의�개념1.�

국가의 국민성과 전통을 내포한 영국의 문화와 패션에 나타

난 영국적인 성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브리티시니스‘

영국적인 것 와 잉글리시니스 잉(Britishness, )’ ‘ (Englishness, 

글랜드적인 것 를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국)’ . 

다움을 상징하는 영국의 정체성은 세기 초에 완성되었다19 . 

영국은 잉글랜드의 주도로 웨일스 스코틀랜드(1536), (1707), 

북아일랜드 의 순으로 합병이 이루어져 현재의 연합왕(1801)

국 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The United Kingdom) . 

랜드의 제도와 문화가 영국인의 생활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되었으며 합병된 각 지역들은 잉글랜드의 문화에 점

차 동화되어 독자성을 거의 상실하였다 이로 (Park, 2003). 

인해 영국의 정체성을 말할 때 잉글랜드의 정체성인 잉글리

시니스를 영국적인 성향 즉 영국다움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 

많으며 실제로 세기 외국인들의 고정관념이 된 영국적 특20

성과 영국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잉글랜드에서 유래했다

(Lewis, 1996) 하지만 세기 이후 영국은 급속한 이민의 . 20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과거 잉글랜드‧
가 영국을 대표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비 . 

잉글랜드 인들은 잉글랜드의 지배권을 상기하게 만드는 잉

글랜드 상류층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Morley & Robins, 하였고 2001) , 가능하면 잉글랜

드 풍이 느껴지지 않도록 가 들어가는 표현과 자신‘British’

들을 로 부르려고 하여 공식적으로 영국인의 국민‘Britons’

성이나 정체성을 말할 때 혹은 ‘Britishness’ ‘British 

로 표현하게 되었다National Identity’ (Park, 200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 문화와 패션에 나타난 영국  

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브리티시니스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패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양식들은 브. 

리티시 스타일 로 표현되고 있다 년 런던 (British Style) . 1997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에서 개최한 ‘The Cutting Edge: Fifty Years of British 

전시회는 영국 특유의 날씨와 가장 빨Fashion 1947-1997’ 

리 산업화를 이룬 역사과정을 통한 영국 복식의 토착적 전

통 측면을 강조하며 영국 패션의 정체성을 브리티시 패션

이라고 표현했다 년 런던 디자인 박물관(Haye, 1998) . 1995

에서 열린 폴 스미스 주년 기념 전시회 (Design Museum) 25

도 영국의 정통 테일러링 슈트를 통‘True Brit’(Jones, 1995)

한 장인정신 소재 선택의 중요성 등 브리티시 트레디셔널, 

을 대표하는 폴 스미스 패션과 디자인 (British traditional)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획으로 패션에 나타난 , 

영국적인 성향을 브리티시니스로 표현했다(Smith, Gibson, 

또한 패션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영국다움& Violette, 2008). 

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킬트 와 같은 복식형태나 (kilt)

체크 문양 등은 스코틀랜드의 전통으로 잉글랜드의 잉글리

시니스만으로 영국다움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처럼 세기에 공유하는 영국다움은 세기로 연합국가 성20 19

립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각각의 지역적 특색이 결합하여 

조정변화된 복합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
주류를 형성했던 세기까지의 잉글리시니스 특성은 세기 19 20

이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기에는 많

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  , , 

랜드를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모두 포괄하는 영국의 문화

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영국다움을 브리티시니스 개념

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접근이다 즉. , 

브리티시니스는 오랜 역사의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영국인의 

문화적 취향과 실천적 행위를 가리키는 집단적 특성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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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자국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

국적 이미지와 성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으로 문화와 

패션에 영국적인 상징 이미지와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본 .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영국적 성향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브리티시니스의 개념을 영국의 혹은 영국인 으로 정의 내‘ ’ ‘ ’

려 사용하지 않고 영국다움 으로 정의 내려 브리티시니스의 ‘ ’

관점에서 영국의 포괄적인 특징을 분석한다.  

브리티시니스의�특성2.�

영국은 국가의 국민성과 전통을 내포한 영국다움을 상징하

는 브리티시니스 특성에 의해 결합된 나라로 영국인들은 자

연환경과 기후 풍토 등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 

하는 토착적 요소들과 근대 국가 성립의 과정에 걸친 모든 

역사적 경험을 비롯해 정치 사회 종교에 관련된 각종 이념 , , 

및 가치들 기술의 발전 등 복합적인 여러 요인으로부터 자, 

신들만의 독특한 국민성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같은 역사적. ‧
지리적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영국인의 성

향은 영국다움을 대표하는 브리티시니스를 나타내는 특성으

로서 현대 영국의 문화와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 

Figure� 1.� Britishness�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a� Preceding� Study�

(drawn by authors)

영국의 문화와 패션에 나타난 브리티시니스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영국의 국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과 은 섬나라인 영국의 지리적 특  Han(1996) Kang(2011)

성에 기인한 과거 집착력 또는 보수성 감정의 억제 냉정, , , 

프라이버시 존중 외향성을 영국의 국민성으로 들고 있다, . 

은 영국인들은 흔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Park(2006) “

며 내성적 성향과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있고 말이 없고 , , 

조용한 기쁨을 느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실용주의와 공. 

리주의가 영국인들의 특성으로 언급 된다 라 기술하며 금욕”

주의 중용 자유주의 자유로운 창의력 근면성실함 경험주, , , , , ‧
의 실질적 정신 등을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 Sin, Park, 

은 영국의 온화하고 변화 없는 날씨와 연관 and Sin(2001)

지어 영국 사람들은 온건하고 보수적이고 큰 변화를 싫어“

한다 역사와 경험을 존중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 , 

고 다각적으로 자료를 모아 결론 내는 귀납적 사고방식을 

추구 한다 고 정리한다 은 타협주의 실제주의” . Yang(1992) , , 

보수주의 온건주의 냉정성 개인주의 귀족숭배주의 특성을 , , , , 

들고 있다 직접적인 영국의 국민성 도출은 아니지만 . 

의 경우 영국의 사회문화적 형성 인자로 전원적Song(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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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자연 취미의 전통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보수와 개혁, , 

의 정치사상 입헌군주제의 계급사회 산업혁명 예술 수공, , , 

예 운동을 언급하였다 또한 은 영국의 국민성을 . Park(2008)

구성하는 영국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으로 개인주의 보수성, , 

계급의식 공공의식과 아마추어 정신 자연 사랑으로 정리하, , 

였고 는 영국인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 Lee(2003)

그들의 의식세계를 형성하는 영국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으

로 경험주의를 언급하였다. 

이처럼 영국인들은 통합의 역사적 배경 온화한 자연환경  , ,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며 형성된 각종 제도와 이데올로기 

정신을 통해 그들만의 영국다움을 확고히 정립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 같이 선행 연구들의 이론을 기초Figure 1

로 하여 전통적 보수주의 개성적 개인주의 낙천적 자연‘ ’, ‘ ’, ‘

주의 실증적 경험주의 의 가지 브리티시니스 특성을 도출’, ‘ ’ 4

하였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보수주의1) 

전통적 보수주의는 전통과 안정을 좋아하는 영국인의 특성

에서 보여 진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현재보다는 대영제국 시. 

절의 풍요롭고 안정된 시절에 대한 강한 향수에서 연유된 

것이다 영국은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Park, 2008). 

간직하고 있으며 영국 사람은 영국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 다른 . 

나라와 다르다는 문화 정체성의 특수성에 기인한 영국다움

이나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 변화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인은 대영제국 이전부터 전통적인 것을 잘 지켜오는   

나라로 변화보다는 친숙한 환경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집에서 사는 것을 꺼리고 고향을 잘 벗어나지 않으. , 

려는 영국인의 성향과 함께 영국 국민 다수는 유행을 따라 

옷을 입기 보다는 오래되고 보수적인 복장을 선호하는 편이

다 소수의 상류층과 변호사 외교관 장교 등과 같은 전문. , , 

직 사람들 위주로만 정통 슈트를 착용하는 고정된 경향과 

같이 계층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다

중산계급의 경우 유럽의 다른 지역 국민들과 (Park, 2003). 

달리 유럽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국민들로 소문이 나 있지

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유행과는 거리가 (McDowall, 1999) 

먼 무난한 의상을 즐겨 착용한다.

개성적 개인주의2) 

개성적 개인주의는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자유로운 풍조와 향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

양한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풍조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 

많은 나라와 달리 지방 정부가 아직도 지역적 정체성과 방

식을 고수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Hall, 

1992/2000). 

영국인은 획일화된 아파트 대신 주인의 개성에 맞게 지어  

진 주택이 대부분이며 이 같은 특성은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특한 개인의 복장에 대한 취향 존중과 개성표현 방. 

식을 받아들이는 등 개개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한 개인주의는 나와 다른 의견이나 취. 

향에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한편 스스로의 사생활을 보호

받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하

위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인은 자국의 제도와 . 

차갑고 흐린 날씨의 기후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타인

에게 친절하지만 거리를 유지하거나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

는(Park, 2006)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난다. 

낙천적 자연주의3) 

낙천적 자연주의는 영국의 기후와 환경이 국민들의 심리적

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주어진 ,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이해심에서 비롯된다. 

잦은 비로 인한 궂은 날씨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에 실망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낙천적 성향을 키우게 되었다 특히 영국인에게 자. 

연은 평화와 고요함 아름다움 건강과 범죄가 없는 것을 의, , 

미하여 도시생활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사는 부자연스러운‘ ’ 

삶으로 생각하면서 산업사회의 문화를 거부한다(McDowall, 

1999) 이 특징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에 대한 상실감. 

과 자연에 대한 낭만적 동경에서 유래되어 시골의 모든 면

에서 오래되고 천천히 움직이고 안락한 전원적 풍경이나 정

원을 찬양했다 또한 이는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의 안정을 . 

추구하는 보수주의의 특성에 반한 것으로 자연의 우연성과 , 

비 규칙성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영국인의 의외성을 보여

주는 특성이다. 

 

실증적 경험주의4) 

실증적 경험주의는 학식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고대 그

리스 소피스트들에서 기원한다 영국인들은 관념(Lee, 2003). 

적 종교적 세계관과 같은 , 추상적인 사고나 원칙보다는 구체 

적이고 입증된 세부사항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실질적인 방

법과 결과를 추구한다 이 같은 특징은 영국인들의 실생활에 .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과 구성원간의 경험과 습득을 기반으

로 한 현실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관습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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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세기 중엽 찰스 디킨스. 19

가 언급한 오래 전 우리는 안정된 사실(Charles Dickens) “

을 중시하는 실질적인 국민이 되기 시작했다(Langford, 

2000 라는 견해와 같이 패션에서도 정통 테일러링 기술의 )”

발달과 전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오랜 경험. 

에서 입증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술과 결과물을 바탕으

로 테일러링 기술을 보존하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 

럼 문화 전반에 걸쳐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실증적 입증을 

중시하는 영국인의 의식성향과 사고방식은 영국인의 커다란 

특성으로 간주된다.

영국�전후�세대의�문화와�패션III.�

영국�전후�세대의�문화적�배경1.�

오늘날 문화 초강대국(cultural superpower)(Bratberg & 

Haugevik, 2011)이라고 일컫는 영국은 오랜 왕실문화 귀족, 

들의 계급의식과 전통적 보수주의를 내포한 지배문화를 유

지해왔다 지배문화의 사회적 억압에 반해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한 노동자계급은 자유롭고 파격적인 하위문화를 동시

에 형성하였고 오늘날까지 영국은 지배 계급이 유지해온 고, 

급문화와 청년과 노동계급이 만든 하위문화가 공존하는 독

특한 영국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 복잡한 국가 

통합과정과 다양한 이민자들의 수용으로 영국은 개별적인  

민족색을 보유하면서도 영국인으로서의 통합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 

다양성은 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을 통한 제국의 붕2

괴 이민 노동당의 집권 여성해방 노동계급과 청년문화의 , , , , 

등장 등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자리 잡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산업혁명과 대량생산 교육과 . , 

여가 기회의 증대를 통해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발달에 

따른 대중소비문화의 탄생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로 이들은 

이전 계급의식과 경제적인 제약으로 누리지 못했던 기존 상

류층의 지배 문화와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모방과 조작을 넘어 독창적인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

게 되었다. 

영국은 전후의 자유와 번영으로 자리 잡은 소비문화와 대  

중문화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음악 예술 패션 등으로 자신, , 

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해갔다 음악은 하위문화에 있어 자. 

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50

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을 통해 접한 로큰롤(rock 

과 기존 사회와 질서에 격렬하게 반항하는 청소년and roll)

의 모습은 영국의 청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비. 

틀즈 섹스 피스톨 데이비드 보위(Beatles), (Sex Pistol), 

와 같은 뮤지션들은 음악뿐 아니라 모즈(David Bowie)

히피 펑크 글램 등 다양한 하(mods), (hippie), (punk), (glam) 

위문화 그룹과 스타일을 형성하고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

리 잡았다 특히 당시의 대중음악은 패션 트렌드에 가장 큰 . 

영향을 미친 분야로 년대 이전까지 단순한 디자인과 실용60

성만을 강조하던 진부한 영국 패션 문화를 오늘날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 

화 현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의 차별

적인 개성과 자유분방함은 파리 엘리트 패션이 주도해온 관

습적인 스타일 과 영국의 귀족문화와 구분되는 (Song, 2008)

새로운 패션 스타일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예술분야 중 문학. 

에서는 년대 전쟁 이전 귀족들의 고급문화를 비판하고 대50

중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적 리얼리즘 년대 기존 남성적 (realism), 60

가치관과 문화를 배제하고 새로운 여성적 표현방식을 선보

인 페미니즘 년대 이후 과거와 현재 사실과 (feminism), 70 , 

허구 같은 서로 다른 서술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이나 

식민지 출신 작가들의 작품 등 다양한 문학이 (Park, 2002) 

등장하였다 사회적 리얼리즘은 문학뿐만 아니라 연극 미술. , , 

영화 등 전반적인 예술분야에 등장한 문화양식으로 차 세2

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대중들이 일상으로부터의 안정과 편

안함을 추구하는 당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런던을 중심으로 

한 클럽 음악 패션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새로운 청년 문, , , 

화를 주제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전후 세대가 보여준 상반된 문화의 공존과   

다양성의 유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영국의 조화로운 문화 

균형을 이루는데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영국의 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하위문화와�패션2.�

영국 전후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당시의 대중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인 행동과 말투 사상뿐 아니라 음악이나 패션, 

과 같은 특정 문화 그룹을 형성했다 특히 년(Table 1). 1960

대 영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그 당시 젊은이들

에 의해 활발히 등장한 하위문화는 기존 계급사회와 기성세

대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갈망 불안정한 사회체제의 갈등, , 

전후 상황 속에서 반항적인 욕구를 패션으로 다양하게 표출

했다. 

년대는 안정을 통한 사회정치적 낙관주의와 경제가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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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한 시기로 당시 영국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성장이 

가져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 향유 능력과 소비 욕구가 

높아졌다 젊은이들은 독특한 의상 스타일 음악적 취향 행. , , 

동 방식 말하는 방식 좋아하는 오락 형식 등을 만들어 한 , , 

세대의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청년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과거부터 유지되어온 엄격한 영(Rouse, 1989/2003). 

국의 계급제도에 대한 반항 의식 상류계급에 대한 동경과 , 

열등감을 표현하기 위해 상류계급의 의상을 모방한 테디 보

이 와 모즈가 당시 유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teddy boy)

영국을 하위문화의 본거지로 만든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테. 

디 보이는 주로 백인 하류계층 자퇴생들로 구성되어 상류계

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에드워드 시대의 복식을 (Edward) 

모방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년대 후반 테디 보이 스타. 1950

일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모즈는 모더니스트 의 (modernist)

준말로 과장된 테디 보이들과 달리 정돈된 이탈리안 스타일

풍의 세련미를 선보였으며 레저와 문화에 관심 있는 자신들, 

의 고상한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Lee & Park, 

2011).  

년대 중반 카나비 스트리트 와 킹스   1960 (Carnaby street) 

로드 지역은 부티크 문화뿐 아니라 팝 뮤직의 (King's road) 

음악적 혁명을 통해 젊음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기성세대와 . 

달리 새롭게 등장한 젊은이들의 높은 구매력과 문화 취향은 

특히 음악과 패션에 집중되어 그룹 비틀즈가 모즈 스타일 

Table� 1.� British� Youth� Subcultures� since�World� War� II

Figure� 2.� Teddy� Boys,� 1962�

(www.theguardian.com)

Figure� 3.� Mods

(londonist.com)

Figure� 4.� Hippy:� The� Hyde� Park�
'Love� In’,� 1967�

(www.theguardian.com)

Figure� 5.� Psychedelic:� Group� Junior’s�
Eyes’s� Album� Cover� Design,� 1969

(www.rockasteria.blogspot.kr)

Figure� 6.� Skinhead,� 1969

(www.dailymail.co.uk)

Figure� 7.� Punk

(anarchyuksite.wordpress.com) 

패션은 물론 전반적인 문화를 주도하는 아이콘이자 현상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년대는 세계 각국의 분쟁과 냉. 1960

전 인종폭동 등 이념과 이권 분쟁에 휘말린 상황 속에서 ,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충격과 , 

불만을 성과 자유연대를 중심으로 한 히피와 이를 지지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등장한 사이키 델릭 그리고 (psychedelic), 

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즈의 변형인 한편 히피에 반발50

로 탄생한 스킨헤드 등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skin head) 

다. 

년대 이후에는 문화와 예술적 취향의 다양화와 독립  1970

된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을 받으며 쾌락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로 당시 영국의 극심한 청년 실업 속에서 젊은

이들의 심리상태이자 패션을 대변한 펑크(Buxbaum, 2005)

가 나타났다 펑크는 반 부르주아적인 성향을 음악 패션. , ,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예술로 표출하기 위해 기존 사회의 

통념적인 아름다움과 익숙함을 거부하는 대신 더럽고 값싼 

것은 물론 파격적인 성적정치적 성향을 의미하는 상징적 대‧
상과 이미지 등 기성세대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펑크의 전조였던 글램 . 

록 은 공상 과학 이미지와 결합하여 화려한 양성(glam rock)

적 패션을 선보였다. 

년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이라는 용어의   1980 90 ‘ ’

등장과 오랜 기간 생산과 소비주의에 집착한 점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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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로 슈트의 딱딱

함과는 차별화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는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다 년대의 펑크의 정신을 . 70

이어받은 그래피티 뉴 로맨틱 과 고(graffiti), (new romantic)

스 등 다양한 문화와 패션 스타일이 출현하였고 성에 (goth) , 

규정되지 않은 색상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새롭게 나

타난 앤드로지너스 경향이 인기를 끌며 새로(androgynous) 

운 패션 스타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년대는 . 90

영국보다는 미국의 그런지 나 힙합 과 같은 (grunge) (hiphop)

청소년문화가 두각을 보이며 새로운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지역의 이동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후 년대부. 1990

터 비비안 웨스트우드 폴 스미스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 , , 

맥퀸 등 다양한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등장으로 년대 2000

초반 제 의 전성기를 맞으며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2

있다 이 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 문화의 세. 

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시기로 이들은 영국의 민족적인 전

통성을 유지하며 타 문화와 하위문화를 차용한 영국만의 디

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 전후 세대의 젊은이들이 특정 문화를 공  

유하고 스타일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저항을 표현함으로

써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의 가치들을 부인하는 수단이 되

었고 이 시기 대중문화는 대개 노동자계급과 일치되는 역할 , 

모델을 제공했다(Crane, 2000/2004 하위문화는 영화 텔레). , 

비전 공연장 등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음악가나 배우들의 스, 

타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개별적인 행동보다

는 무리를 짓는 단체 활동을 즐김으로써 좀 더 강한 영향력

과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 젊은이들은 대중매체 속 . 

이미지로부터 단순히 외적인 미의 요소만을 따오는 것이 아

닌 스타일 양식이 내포한 의미까지 함께 취하여 그들의 새

로운 정체성 확립과 저항의 의사표현 방식을 얻었다 이처럼 . 

영국 전후 세대의 패션에 등장한 다양한 하위문화는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소 변화하지만 디자인의 영감으로써 오늘날

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한편 국가, 

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전통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계

승을 이어오고 있다. 

브리티시니스�관점에서�살펴본�폴�스미스의�IV.�

패션�특성

영국적 감성과 이미지를 디자인에 잘 표현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년 쿨 브리타니아 문화 정책과 1997 ‘ ’ 

함께 새롭고 진취적인 스타일의 변화된 영국을 보여주기 위

해 현대적 트렌드를 따라 변화하되 전통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브리티시 트레디셔널 디자인 감각을 유지하며 

꾸준히 자신의 디자인 세계를 넓혀오고 있다.

폴 스미스의 디자인은 정통 테일러링 슈트를 기본으로 다  

양한 색상과 프린트 혹은 칼라 커프스 여밈 등과 같은 의, , 

복의 작은 디테일 변형이나 액세서리 등을 통해 그만의 절

제된 아방가르드를 보여준다 특히 전통 비즈니스 슈트 속 . 

화려한 안감의 색상과 프린트 셔츠 커프스나 단추 구멍에 , 

사용한 다양한 색상 등은 과거와 현재 고급과 저급 등이 , 

혼재하는 영국다움 즉 브리티시니스를 잘 보여주는 부분인 , 

한편 오늘날의 폴 스미스를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는 영국의 보수적인 고급 상류계층의 복식과 지배적인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는 그의 의도와 함께 폴 스미스 본인이 유

년시절 겪었던 청년 하위문화와 영국인들이 지닌 개성 있는 

개인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스타일 양식이다 이처럼 폴 스. 

미스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을 보이기는 하지만 브랜드의 근원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지

닌 특유의 브리티시니스 특성으로부터 시작한다 폴 스미스. 

의 패션에 나타난 브리티시니스의 특성은 경험적 실증주의‘ ’

에 입각한 정통 테일러링 슈트를 바탕으로 매 시즌 전통적 ‘

보수주의 개성적 개인주의 낙천적 자연주의 성향에 맞’, ‘ ’, ‘ ’ 

춰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브리티시

니스의 가지 특성 중 경험적 실증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4 3

개의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연합국가로서의 자국에 대. 

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의 존중과 조화를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의 디자인 성향은 . 

귀족계급의 고급문화가 지닌 정통성에서 년대 중반 이2000

후로 갈수록 점차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청년 하

위문화로 관심을 돌리되 청년 노동자계급의 하위문화가 지

닌 거칠고 반항적인 파격적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폴 스미

스만의 단순함과 절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 

브리티시니스 특성을 기초로 하여 폴 스미스 브랜드의 전반

적인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적�재해석을�통한�전통적�보수주의1.�

전통적 보수주의의 브리티시니스 성향은 상류계층의 고급문

화 취향과 복식에 근거한 디자인 스타일과 영국을 상징하는 

소재와 직물문양의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은 . 

계급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로서 폴 스미스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정통적인 귀족문화와 영국의 역사적 전통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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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wardian� and� Duke� of�Windsor� Style

Edwardian� Style Duke� of�Windsor� Style

Figure� 8.� Queen� Victoria� with�
Her� Son� Edward,� Her� Grandson�
George� and� Her� Great-Grandson�
Edward� and� then� The� Duke� of�

Windsor,� 1894
(www.theguardian.com)

Figure� 9.�
Edwardian� Fashions,� 1908�

(elegantvocals.wordpress.com)

Figure� 10.�
Duke� of�Windsor,�

1941�

(www.the-shoe-aristoc

at.blogspot.kr)

Figure� 11.
The� Duke� and�

Duchess� of� Windsor� in�
Miami,� 1941�

(www.theguardian.com)

윤리와 격식을 즐기는 영국의 귀족사회와 궁중의 패션문  

화는 고대 중세 근세와 근대를 거쳐 오랜 기간 동안 형성, , 

된 전통복식으로서 빅토리아 시대 의 낭만주의(1837-1901)

는 남성복에 큰 영향을 미쳐 에서 보여 지는 것과 Table 2

같은 에드워드 세 의 에드워디안 스타일이나 7 (Edward VII)

에드워드 세의 윈저 공8 (Edward VIII,  Duke of Windsor) 

복장이 오늘날 브리티시 트레디셔널 의상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옛날 귀족들의 스포츠에 기원을 둔 대표적 아이템인 

블레이저는 상류사회 사람들이 즐겨 하는 옷차림으로 신사

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의 패턴을 정착시켰다(Lee, 

2007) 폴 스미스는 에드워디안 스타일을 인용해 예복으로 . 

이용되었던 프록 코트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길고 풍성한 소

매의 블라우스 보 장식 등 고전적이고 우아한 복고 시대의, 

상의 느낌을 모자 신발과 같은 액세서리와 함께 연출한다, 

그는 윈저 공이 즐겨 입던 슈트 조끼와 더(Figure 12, 13). 

블브레스트 재킷을 비롯해 수많은 정장 스타일을 기본 넥타

이와 실크 스카프와 함께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로 올수록 , 

바지폭의 변화를 통해 젊은 감성을 강조해주고 있다(Figure 

한편 폴 스미스는 영국의 왕실 혹은 귀족의 상징적 14, 15). 

문장 표식을 가슴에 장식 한 슈트와 귀족 사립학교의 교복

에서 영향 받은 브리티시 프레피 룩도 자주 (British preppie)

선보이고 있다(Figure 16, 17).

폴 스미스는 주로 영국을 대표하는 전통 직물인 스코틀랜  

드의 트위드와 웨스트요크셔의 모직 아일랜드의 린넨 니트, , 

나 타탄 체크와 같은 문양 등을 사용하여 왔다(McDermott,

2002 글렌 체크 하운드투스 체크 아가일 체크와 같은 다). , , 

양한 체크문양 소재와 벨벳 또한 영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

기 위해 거의 매 시즌 폴 스미스 디자인에 등장하는 소재이

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전통 직물은 폴 스미스뿐 아니라 다. 

양한 영국 디자이너들은 물론 전 세계에 걸친 디자이너들이 

즐겨 사용하는 패션의 클래식 소재로서 강한 영국의 국가 

이미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의상에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 폴 스미스는 년대 말까지 다양한 체크무늬 모. 2000

직물 과 트위드 를 사용해 과거 (Figure 20, 21) (Figure 18, 19)

상류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에드워디안 시대의 복식을 

모방하고 영국의 국가적 상징 이미지를 강조했으나 년 , 2010

이후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그 대신 모노톤 위주. 

의 단색 캐시미어 모직물과 니트의 비중의 증가를 통한 부

드럽고 가벼운 캐주얼 스타일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소재의 

조직이나 문양을 통해 얻었던 단순한 시각적 브리티시니스 

표현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브리티시니스 패션의 전통성을 그러내는 가장 직접  

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영국의 국기 유니온 잭‘ (Union Jack)’

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폴 스미스는 유니온 잭 패턴을 그. 

대로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사용하거나 국기를 구성하는 빨

강 파랑 흰색의 색상 조합을 통한 간접적인 연상 방식으로 , , 

표현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문화와 영국(Figure 22, 23). 

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복식문화유산을 패션에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는 영국 문화가 지닌 전통적 보수주의는 물론 자국에 

대한 폴 스미스의 문화적 심취와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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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raditional� Conservatism� of� Paul� Smith:� Style

Edwardian� Style Duke� of�Windsor� Style British� Preppie� Style

Figure� 12.�
Paul� Smith
2010� F/W

(www.vogue.com)

Figure� 13.�
Paul� Smith�
2011� S/S

(www.vogue.com)

Figure� 14.�
Paul� Smith�
2006� S/S

(www.vogue.com)

Figure� 15.�
Paul� Smith�
2017� F/W

(www.vogue.com)

Figure� 16.�
Paul� Smith�
2005� S/S

(www.vogue.com)

Figure� 17.�
Paul� Smith
2008� S/S

(www.vogue.com)

Table� 4.� The� Traditional� Conservatism� of� Paul� Smith:� Fabric� &� Pattern

Tweed� Fabric Check� Pattern Union� Jack�

Figure� 18.�
Paul� Smith
1999� F/W

(www.firstview.com)

Figure� 19.�
Paul� Smith
2010� F/W

(www.vogue.com)

Figure� 20.�
Paul� Smith
2008� F/W

(www.vogue.com)

Figure� 21.�
Paul� Smith
2017� F/W

(www.vogue.com)

Figure� 22.�
Paul� Smith
2002� S/S

(www.alamy.com)

Figure� 23.�
Paul� Smith
2007� F/W

(www.firstview.com)

하위문화의�재현을�통한�개성적�개인주의2.�

개성적 개인주의의 브리티시니스 성향은 폴 스미스의 성장

기에 나타난 영국 전후 세대의 청년 하위문화 그룹의 문화

적 취향과 양식을 차용한 디자인 스타일과 자유로운 색상과 

프린트 패턴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의 의사와 . 

취향을 존중하는 자유분방함을 가진 영국은 제 차 세계대전 2

이후 젊은이와 노동계급의 반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하위문

화가 더해져 기존 영국의 국가 이미지가 가진 다소 무겁고 

딱딱한 느낌에 다양한 개성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폴 스미스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사고와 이상에 대한 동  

경을 표현하기 위해 하위문화 그룹의 스타일을 차용하여 재

결합한다 하지만 그는 개성 없고 진부한 귀족복식 스타일의 . 

우월함에 살짝 일탈적 재미와 반전을 부여하는 정도로 과거 

급진적인 반항과 저항의 이미지와 파격적인 외형 스타일을 

순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폴 스미스는 영국 전후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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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년대 모즈에 대한 해석과 50, 60

재구성에 집중하여 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90

속적으로 모즈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Song, 2003) 모즈가 . 

성행할 당시 그의 나이는 대 중반의 청소년 시기로 직접 10

체험하고 공유한 하위문화 양식을 현대감각에 맞추되 극단

적인 혁신과 전위적인 스타일보다는 폴 스미스의 개인의 성

향을 통해 현실적이고 위트 있는 성공적인 스타일로 부활시

켰다 폴 스미스의 모즈 스타일은 절묘한 색의 조화와 프린. 

트를 통해 슈트의 일탈로 연출된다 과거에는 주로 세련된 . 

Table� 5.� The� Characteristic� Individualism� of� Paul� Smith:� Mod� Look� Style

Figure� 24.�
Paul� Smith
2008� F/W

(www.firstview.com)

Figure� 25.�
Paul� Smith
2010� S/S

(www.firstview.com)

Figure� 26.�
Paul� Smith
2013� S/S

(www.vogue.com)

Figure� 27.�
Paul� Smith
2013� F/W

(www.vogue.com)

Figure� 28.�
Paul� Smith
2016� S/S

(www.vogue.com)

Figure� 29.�
Paul� Smith
2017� F/W

(www.vogue.com)

Table� 6.� The� Characteristic� Individualism� of� Paul� Smith:� Various� British� Subculture� Styles� of� the� Post-War

Teddy� Boy Hippie Rude� Boy Psychedelic Skin� Head Punk

Figure� 30.�
Paul� Smith
1998� F/W

(www.firstview.com)

Figure� 31.�
Paul� Smith
2016� F/W

(www.vogue.com)

Figure� 32.�
Paul� Smith
2019� S/S

(www.vogue.com)

Figure� 33.�
Paul� Smith
2012� S/S

(www.vogue.com)

Figure� 34.�
Paul� Smith
2012� S/S

(www.vogue.com)

Figure� 35.�
Paul� Smith
2008� F/W

(www.vogue.com)

슈트에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꽃무늬나 물방울무늬 강, 

한 스트라이프 셔츠와 넥타이 등을 매치하는 변화를 선보였

으나 년대 이후 화려한 색상은 유지하되 기존에 자주 , 2010

사용하던 프린트 활용보다는 과감한 컬러 블록으로 한 벌의 

슈트를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Table 5). 

이뿐만 아니라 테디 보이 루드보이 히피 사이키 델릭  , , , , 

스킨헤드 펑크 등 거리에서 시작한 다양한 청년 하위문화 , 

그룹의 스타일을 접목시킨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Table 6). 

지만 폴 스미스는 펑크와 같이 거칠고 강한 하위문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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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따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통 테일러링 슈, 

트를 기본으로 각각의 하위문화 특징을 최소한으로 절제시

켜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폴 스미스는 자신의 성향에 . , 

맞춰 실용적인 옷감을 사용하되 화려한 색상조합을 통한 고

급스러우면서도 펑키하고 단순하면서도 자극적인 스타일을 

연출해 클래식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이는 영국의 브

리티시니스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재와�프린트를�통한�낙천적�자연주의�3.�

낙천적 자연주의의 브리티시니스 성향은 영국 정원의 꾸미

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스타일과 

전원의 검소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내포한 영국 전원풍의 소

재와 직물문양의 사용으로 표현된다. 

자연의 우연성과 비규칙성에서 즐거움을 얻는 영국 자연  

주의에 바탕으로 둔 편안하고 순수한 스타일은 폴 스미스에

게도 영향을 미쳤다 노팅엄 지역의 전원생활 속에서 유년시. 

절을 보낸 그에게 있어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과 소재의 

사용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자연주

의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폴 스미스는 몸을 조이거나 형태를 잡아주는 구조적인 테  

일러링 슈트에서 벗어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유롭고 자

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평상복 디자인을 통해 꾸미지 않음 남

Table� 7.� The� Optimistic� Naturalism� of� Paul� Smith:� Silhouette� &� Fabric

Comfortable� and� Fluid� Silhouette Linen� Fabric

Figure� 36.�
Paul� Smith� 2000�

S/S
(www.firstview.com)

Figure� 37.�
Paul� Smith� 2009�

S/S
(www.vogue.com)

Figure� 38.�
Paul� Smith� 2014�

F/W
(www.vogue.com)

Figure� 39.�
Paul� Smith� 2000�

S/S
(www.firstview.com)

Figure� 40.�
Paul� Smith� 2002�

S/S
(www.firstview.com)

Figure� 41.�
Paul� Smith� 2009�

S/S
(www.vogue.com)

성의 소탈함을 표현하고 있다 폴 스미(Figure 36, 37, 38). 

스는 영국 내에서 제조된 트위드 린넨과 같은 천연섬유의 , 

사용 비중을 높여 친환경적인 접근은 물론 시골의 투박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즐겨 사용하는 . 

해리스 트위드 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기(Harris tweed) 

여한 소재로서 거친 섬유와 따뜻한 색상을 통해 브리티시니

스와 관련한 전원풍 감성을 가진 스코틀랜드의 대표 직물이

다 폴 스미스 디자인에 나타난 트위드는 원단 자체가 지닌 . 

편안하고 포근한 색상과 투박한 촉감 덕분에 소재의 사용만

으로도 영국적인 자연주의 성향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자연주의 직물로 린넨은 폴 (Figure 18, 19). 

스미스 여름 시즌 의상에서 항상 보여 지는 소재로서 두께

에 따라 가벼운 느낌의 셔츠나 바지 혹은 조금 두껍게 직조

한 여름용 린넨 테일러링 슈트에 사용되고 있다(Figure 39, 

한편 자연물을 의상에 직접 오브제로 사용하는 방40, 41). 

법으로 폴 스미스는 매 시즌 꽃무늬 사용할 정도로 꽃과 자

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꽃무늬가 프린트된 원단은 물론 . 

면직물 벨벳 스웨이드 등 다양한 소재에 꽃문양 자수를 놓, , 

거나 직접 손으로 그려 넣은 의상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뱀 얼룩말 젖소 등 동물의 특징적인 (Figure 42, 43, 44). , , 

패턴 무늬를 사용해 자연의 감성 연출은 물론 슈트가 가진 

진부한 느낌에 재미를 부여해준다(Figure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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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ptimistic� Naturalism� of� Paul� Smith:� Pattern

Floral� Pattern Animal� Pattern

Figure� 42.�
Paul� Smith� 1998�

F/W
(www.firstview.com)

Figure� 43.�
Paul� Smith� 2002�

S/S
(www.firstview.com)

Figure� 44.�
Paul� Smith� 2015�

S/S
(www.vogue.com)

Figure� 45.�
Paul� Smith� 1997�

F/W
(www.firstview.com)

Figure� 46.�
Paul� Smith� 2001�

S/S
(www.firstview.com)

Figure� 47.�
Paul� Smith� 2013�

F/W
(www.vogue.com)

결론V.�

오늘날 전 세계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세

계화 추세 속 국가를 기반으로 한 문화와 패션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전통을 내포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한편 다른 , 

국가와 구별되는 그 나라만의 차별성을 형성하게 된다. 폴 

스미스는 영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회 집단 양식

인 브리티시니스를 패션에 적극적으로 대입시켜 독특한 자

기만의 예술적 창의성과 가치관을 패션을 통해 연출하고 있

으며 폴 스미스의 패션이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 태도, , , 

가치관 등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공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영국은 현대의 모더니티를 추구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노

스탤지어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고 전

통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점잖은 매너와 성품으로 자연을 , 

사랑하며 현실에 충실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서로 상반되

는 요소가 공존하고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브리티시니스를 

형성해가고 있다 영국다움을 상징하는 브리티시니스는 그 . 

나라의 국민성과 전통을 내포한 개별적 독자성과 고유한 차

별성을 형성해 세계화 과정 속에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유도할 뿐 아니라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 

자리 잡아 한 사회 혹은 국가를 상징하는 정체성 표현의 수

단이 되었다 즉 국가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근간인 영국의 . , 

브리티시니스는 영국인의 문화적 취향과 실천적 행위를 가

리키는 집단적 성향으로 문화와 패션에 있어 영국다움을 상

징한다 이와 같은 . 브리티시니스는 통합국가 성립의 과정에 

걸친 역사적 경험 온화한 자연환경 각종 이념 및 가치들, , , 

기술의 발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

만의 독특한 국민성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브. 

리티시니스의 특성은 전통적 보수주의 개성적 개인주의 낙, , 

천적 자연주의 그리고 실증적 경험주의로 나타난다. 

영국의 전후 세대 문화와 패션은   자유와 번영으로 자리 

잡은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음악 예, 

술 패션 등으로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 . 

이 시기의 대중음악은 하위문화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

인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예술분야 전반에 등

장한 사회적 리얼리즘과 함께 오늘날 영국을 상징하는 스트

리트 패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년대는 파리 1960

오트쿠튀르 중심의 패션 문화가 타 지역으로 넘어오는 과도

기 시절로 영국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의 확산과 

부티크와 기성복의 성행으로 세계 패션문화에 큰 영향을 미

쳤다 시대적 문화의 흐름에 따라 년대 테디 보이와 모즈. 50 , 

로커를 시작으로 년대 히피 사이키 델릭 스킨헤드 년60 , , , 70

대 펑크 등 다양한 하위문화 그룹이 등장하였다 이후 폴 . 

스미스를 비롯하여 세기 말 등장한 영국 디자이너들은 영20

국의 민족적인 전통성과 과거 지배계급의 고급문화를 유지

하며 타 문화와 하위문화가 공존하는 영국만의 독특한 디자

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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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브리티시니스 특성과 영국 전후 세대의 문화와   

패션을 바탕으로 살펴본 폴 스미스의 패션은 경험적 실증주

의에 입각한 정통 테일러링 슈트를 기반으로 현대적 재해석

을 통한 전통적 보수주의 하위문화 재현을 통한 개성적 개, 

인주의 영국을 대표하는 소재와 문양을 통한 낙천적 자연주, 

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전통과 안정을 추구하는 전통적 . 

보수주의는 빅토리아 시대 의상과 같은 세대 복식 스타일과 

브리티시 프레피 스타일을 통한 상류계층의 고급문화 취향

을 연출하거나 영국을 상징하는 유니온 잭 문양이나 색상, , 

지역적 특색을 상징하는 트위드 소재와 다양한 체크 직물문

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연출하고 있다 자유로운 풍조. 

와 향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성적 개인주의는 세기 후반 모즈 히피 펑크20 , , 

와 같은 다양한 청년 하위문화 그룹의 문화적 취향과 양식

을 차용한 디자인 스타일과 자유로운 색상과 프린트 패턴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의 기후적 영향으로 자. 

연에 대한 사랑과 주어진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겸손함

과 이해심에서 비롯된 낙천적 자연주의는 꾸미지 않은 듯 

자유롭고 유동적인 실루엣 연출과 검소하고 소박한 이미지

의 린넨 소재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꽃이나 동물의 특정 패

턴의 사용이 자주 보여 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폴 스미스는 영국다움을 상징  

하는 브리티시니스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너무 진부

하거나 편협하지 않은 그만의 패션 스타일과 정체성을 성공

적으로 확립하며 패션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 혹은 국가에 기반을 둔 문화적 . 

전통과 성향을 내포한 패션은 세계화로 인한 보편성과 획일

화 속에서 확고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립할 수 있다 따라. 

서 디자이너 개인의 창의적 발상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들의 

삶과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이념적 사고와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랜 역. 

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 또한 한국인들의 생활양식과 집단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기질과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한 

패션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 패션으로 세계적으

로 도약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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