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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ab as a symbol of women’s oppression due to the opening and reform of 

Islamic State group, is becoming more diverse as younger generation begins to 

dress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spreading the perception that it is a 

fashion item. In response, this research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about 

the history of hijab, various forms of hijab, and characteristics of hijab using 

relevant literature, media reports, and fashion media articles. As an empirical 

study, image-oriented photo data shared by Tehran Street Fashion from 2015 

to November 2019 were analyzed separately by fashion majors into color, 

pattern, and hijab-making forms. According to the analysis, six different fashion 

images were categorized as romantic feminine, modern chic, natural elegant, 

classic formal, sporty casual and gorgeous ethnic. For Muslim women in the 

past, hijab was worn as a repressive and closed sense by the religious system. 

However, in modern times, it is a way to express one’s style and ideas as a 

fashion item. It is also and a means to express one’s thoughts and beliefs. 

Through aesthetic consideration of Hijab as a fashion item, it was found that it 

was a medium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 medium for beauty and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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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이슬람 국가 이민자들의 서방세계로의 대거 유입으로 이슬

람교와 그에 따른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또한 글로벌화로 이슬람 국가 젊은 세. , 

대들은 이전보다 자유로운 복장의 착용을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이슬람 문화의 확산 및 글로벌화로 인하여 이슬람 문

화권의 패션 시장 역시 그 규모가 커지며 하이패션 브랜드, 

뿐 아니라 브랜드들도 이슬람 문화권에 적합한 패션 SPA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년 명품 브랜드인 돌체앤가바. 2015

나 와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히잡(Dolce & Gabbana) SPA

라인을 선보였고 은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hijab) H&M

모델로 기용하였다 또한 나이(“Dolce & Gabbana,” 2016). , 

키와 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도 히잡을 응용한 패션을 

선보였으며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히잡 디자인을 여성복

과 함께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업계가 중동 시장을 새. 

롭게 개척해야 할 제 의 블루 오션으로 인식하면서 여성 3 ‘

억압의 상징 으로 규정되던 히잡은 (Maloney & Katz, 2019)’

패션 아이템 이라는 인식‘ ’ (“Prejudice, hijab,” 과 함께  2017)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대표적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년대 중반 이란혁명 전까지 유럽 패션과 유행이 직수입1970

되던 국제도시로 부유한 상류층이 유럽의 최신 유행 패션을 

즐겨 착용하며 패션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란혁명 이후. , 

이슬람 교리를 정치 사회질서의 기본으로 삼게 되며 서구 ·

유럽의 스타일을 따랐던 이란의 여성 패션 또한 이슬람 교

리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란혁명 후 . 

년이 지난 현재에도 히잡은 이란 여성들에게 의무화된 의40

상 아이템 중 하나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도 이란 여성들의 패션은 매우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히잡은 이란 여성들에게 종교적 상, 

징으로 머리나 얼굴을 가리는 의무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개

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이슬람 패션과 히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Kim, 2018; 

Kim, Kim, & Han, 2012; Kim, Jung, & Yeom, 2005; 

을 살펴보면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히잡이 아닌 Kwon, 2017)

무슬림 여성의 가리개로서의 히잡의 유형과 특징들이 연구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국가 가운  

데 년부터 패션산업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패션쇼를 , 2015

연간 회이상 개최하고 트렌드한 패션을 선100 (Hong, 2015) 

도하는 이란의 테헤란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 

해 히잡이 패션의 이미지 연출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패션 아이템으로서 히잡이 갖는 디자인적 특징과 

다른 아이템들과의 연출방법으로 히잡의 활용도를 알아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테헤란 스트리트에서 보여. 

지는 히잡과 패션의 연출을 통해 무슬림 여성들에게 좀 더 

트렌드하고 개성있는 히잡과 코디한 패션의 연출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블루 오션인 중동 패션 시장의 이해에 기

초자료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 문화권의 머리쓰개인 히잡의 기원과 종류에   , 

대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둘째 수집된 테헤란의 스트리트 패션을 이미지별로 분류  , 

한다.

셋째 분류된 대표 이미지별로 히잡과 함께 착용한 의상  , 

을 살펴보고 히잡의 컬러 문양 착용 방법 등을 분석하고 , , 

패션 아이템으로서 히잡과 패션연출 특징을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  

였다 먼저 국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자료 및 언론 보도. , , 

패션 매체 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슬람 국가와 히잡의 연

관성과 히잡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

다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 ,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Pinterest’

에서 를 키워드로 검색된 ‘hijab fashion in Tehran’s street’

테헤란 스트리트 패션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이미

지를 도출하였다 이미지별 패션에서 보여지는 히잡을 분석. 

하여 각각의 색상 문양 히잡 연출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 , 

였다. 

이론적�고찰II.�

이슬람교와�히잡1.�

이슬람교는 아랍의 예언자 무함마드 가 세기 (Mohammed) 7

초에 제창하고 완성시켰으며 전세계 인구 분의 인 약 5 1 13

억 명이 믿는 세계 대 종교 중 하나이다3 (“1.3 billion 

religions 아라비아에서 시작해 이슬람 세력의 인도 ,” 2005). 

서북부 진출 시기인 세기경 술탄 왕조가 성립되면서 본격11

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년 퓨 리서치 (Kim, 2008). 2015

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억을 넘었고18 , 

전체 인류의 에 달하며 일부 학자와 언론들은 년24% 2030

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교가 될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Korea Muslim Associ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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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며 히잡의 어원  

은 장막 커튼 칸막이 은폐 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보이는 ‘ , , , ’ ‘

것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는 것 을 의미하는 동사 ’

에서 파생되었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hajaba’ (Cho, 2009). 

에서는 무슬림 여성에게 가족이 아닌 남성 앞에서 신체를 , 

가리는 옷차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구절은 키마르. 

질밥 등을 언급 할 뿐 히(khimar), (jilb b) (Doopedia, n.d.) , ā
잡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코란에서 히잡은 의복의 . 

한 형태라기보다는 장막 구분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 ‘ ’ , 

그 의미가 복식에 반영되어 여성 의복의 한 형태를 가리키

게 되었다(Doopedia, n.d.).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히잡이 무슬림 여성의 종속과 억  

압 그리고 가부장제와 편견의 상징으로 여성의 인권침해라, 

는 시각과 서구의 가치에 적대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고

수한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서구의 인식과는 . 

달리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은 종교적인 의상의 일부분에 , 

그치는 것이 아닌 이슬람 국가의 민족적 문화적 상징이자 ,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기제로 볼 수 있다(Koo & 

Han, 2018). 

히잡의 착용은 년간 지속되어 온 종교적 가르침과   1400

삶의 방식이 만들어 낸 작은 상징이다 초기 지역적 관습으. 

로 착용되던 베일 착용은 이슬람이 제도화되고 신의 계시가 

담긴 경전인 코란(제 장 절24 31 )에 명시되면서 전통 사회에

서 지켜야 되는 여성의 의무로 규정되어 왔다(Kim, 2017). 

따라서 정숙함과 고결함을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최고의 덕

목으로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여성은 신체 부위를 

가리기 위한 복장을 착용하며 히잡은 이슬람을 전파하는 도, 

구의 역할과 종교적인 동질감 및 소속감을 갖게 하며 종교

에 대한 경건함의 표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여성이 히잡을 쓰는 것은 중동지방에서 고대로  , 

부터 전해 내려오는 토착풍습 가운데 하나로 문화적 전통에

서 비롯되었다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은 여성(Oh, 2006). 

이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것이 관습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입문식이

다(Hussein 이슬람 사회에서 민족의 오랜 역사에 뿌, 2005). 

리를 두고 있는 히잡은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여성 자

신의 도덕성과 정숙함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히잡은 자신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명예를 상  

징하고 여성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준다 마이클 피셔. 

에 의하면 이란에서 히잡은 복합적인 도덕 (Fischer, 2003)

장치로 작용하며 동시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드

러낸다 이러한 정체성은 히잡을 통해 사회적인 (Koo, 2017). 

장소와 행동 지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 

히잡의�분류와�디자인적�특징�2.�

히잡은 일반적으로 스카프나 두건 형태의 이슬람 여성 복장

을 가리키는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신체를 

가리기 위하여 착용하는 모든 형태의 의복을 상징하기도 한

다(Doopedia, n.d.). 이에 따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니, ‘

캅 부르카 를 히잡이라고 해석하며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 ‘ ’

시아파 성직자들은 차도르 를 히잡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이처럼 지역과 종파에 따라 히잡의 의미는 다(Lee, 2006). 

르게 해석되며 히잡을 부르는 명칭도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베일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뉘며 그 형태와 착용 방법 등을 간단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부르카는 히잡 중 가장 보수적인 전신 은폐형으로 눈 부  

위만 망사로 가리고 손에는 검정 장갑을 끼며 신체 전체를 

노출하지 않는다 소재는 면사포와 같은 천을 (Kim, 2017). 

사용하고 문양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색상은 년대까지 . 70

주로 청색이 애용되었으나 이후 검은색이 등장하였고 지금

은 검은색이 대표적이다(Kim et al., 2012).

니캅은 복면형으로 눈 주변만 노출하고 머리를 포함한 나  

머지 신체 부위는 가리는 형태로 상반신을 덮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소재로는 주로 면이나 모가 (Cho, 2009). 

많으며 다양한 색상의 문양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줄무늬 

정도만 있다. 

차도르는 얼굴은 내놓고 전신을 온통 뒤집어쓰는 망토형  

으로 헐렁한 외투의 일종이다 소재로는 쉬폰(Kwon, 2017) . , 

레이온 조젯 벨벳 등 다양하며 색상은 검은색이 보편적이, , 

나 현재에는 다양한 컬러와 문양이 보여진다. 

히잡은 봉제가 되어 끼워 덮어쓸 수 있는 두건형과 정사  

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의 스카프로 단순히 두르는 스카프· ·

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히잡의 형태는 머(Kwon, 2017). 

리털 귀 목을 가리고 얼굴만 노출하며 히잡의 길이로 짧은 , , 

것은 목 주변만 가리고 긴 것은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의 일

부 덮는 길이가 있다 소재는 실크 저지 폴리에스테르 등 . , , 

다양하며 색상도 다양하게 착용 되어진다 히잡에서 보여지. 

는 문양은 무지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추상적 문양 애니, 

멀 문양 페이즐리 문양 등이 있다, . 

키마르는 머리 가리개 를 뜻하며 얼굴은 드러내고 머리와   ‘ ’

어깨를 감싸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망토 형태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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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Hijab� and� Thei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Burka Niqab Chador Hijab Khimar

Image

Figure� 1.
� Burka

(Kim, 2017, p.23)

Figure� 2.
Niqab

(Kim, 2017, p.23)

Figure� 3.
Chador

(Kim, 2017, p.23)

Figure� 4.
Hijab

((Kim, 2017, p.23)

Figure� 5.
Khimar

(Kim, 2017, p.23)

Example

Figure� 6.
Burka

(news.naver.com)

Figure� 7.
Niqab

(www.skyedaily.com)

Figure� 8.
Chador

(news.naver.com)

Figure� 9.
Hijab

(www.viva100.com)

Figure� 10.
Khimar

(news.v.daum.net)

Form
Full body

concealment
Mask-like Cape-like

Headscarf

scarf-like
Cape-like

Coverage  

No exposure with 

a mesh grill over 

the eye area

Only exposes the 

eyes

Only exposes the 

face

A shape that 

covers only the 

head and neck 

shoulders.

Only exposes the 

face

Length

Covers entire body 

from

head to toe

Covers upper body 

until the waist

Type of loose 

outer garment

length of a cape

Covers the neck in 

short variations and 

the upper

body in

longer

variations

Covers upper 

body until the 

waist (the head 

to the waist)

Material Cotton
- Cotton

- Wool

- Ciffon

- Silk

- Velvet

- Georgette

- Silk

- Jersey 

- Rayon

- Polyester

- Wool

- Silk

- Rayon

Color

Blue was

prevalent

until the 70s;

Black is

prevalent  

Various 

 Various,  

 black is most 

common

Various Various 

Pattern Solid
- Stripe

- Solid

- Solid

- Various

- Solid

- Abstract

   animal prints

- Solid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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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울 실크 레이온 등이 사용되며 색상은 다양하고 문양, , 

은 대부분 없으며 추상적 문양을 넣기도 한다(Kim, 2017). 

앞서 언급하였듯이 히잡은 국가나 문화 종파 등에 따라   , 

다르게 해석된다 본 연구는 패션 분석대상을 이란 여성들로 . 

한정하고 있다 테헤란 스트리트 패션에서 보여지는 이란 여. 

성들이 착용한 형태를 보면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는 부르카, 

니캅 차도르와는 달리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로 얼굴은 드러, 

내는 특징을 가지는 히잡이 보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의 히잡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Table 1 . 

테헤란�스트리트�패션과�히잡III.�

본 장에서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스트리트에서 보여지는 

히잡 패션 스타일을 수집하고 패션 아이템으로서 히잡이 가

지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테헤란�스트리트�패션의�자료�수집�및�분류1.�

Figure� 11.� Classification� According� Taste� Scale
(drawn by authors)

최근 년간 이란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10

는 가운데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Telegram), (Twitter), 

유튜브 인스타그램 핀터(Facebook), (Youtube), (Instagram), 

레스트 등과 같은 인기 있는 (Pinterest) SNS(Social Network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이란 정부의 노력에도 Service)

불구하고 이러한 의 사용이 확산되며 대중화되었다 이SNS . 

러한 의 사용은 이란 여성들에게 히잡 표현의 자유화를 SNS

가속화하고 패션화하는데 촉진제가 되었다.

테헤란 스트리트 패션의 자료 수집은 새로운 트렌드를 공  

유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핀터레스트를 바탕으로 진행

되었다 먼저 핀터레스트에서 . , ‘hijab fashion in Tehran’s 

를 키워드로 검색 후 해당되는 사진들을 수집하였다street’ . 

다음으로 패션전공자들이 수집한 자료들 중 불명확한 사진 , , 

장을 제외한 장에 한해 테이스트스케일법으로 분류하24 162

였다 테이스트스케일법이란 색채학자 사토 쿠니(Figure 1). , 

오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테이스트스케일 룰에 따라 스타일 

이미지를 분류한 것이다 로맨틱 페미닌 노블 소프트 모. , , , 

던 엘리건트 소프트 엘리건트 내추럴 시크 엘리건트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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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 고저스 클래식 포멀 댄디 다이나믹 하드 모던 캐, , , , , , , 

주얼 스포티 트래디셔널 소프트 캐주얼 클리어 스포티, , , , , 

큐트 와일드 스타일의 총 가지 스타일 이미지로 분류하, 22

였다 그 결과 로맨틱 페미닌 모던 시크 내추럴 엘리건. , , , , , 

트 클래식 포멀 스포티 캐주얼 고저스 에스닉의 가지 , , , , , , 12

이미지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해당 이미. 

지들을 재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로맨틱 페미닌 모던 시크, , 

내추럴 엘리건트 클래식 포멀 스포티 캐주얼 고저스 에스, , , 

닉 이미지의 가지 패션 이미지가 도출되었고 이를 기준으6

로 삼아 각 이미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Table 2). 

핀터레스트의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히잡과 모디

스트 패션의 관심이 높아진 년 이후부터 년 월2015 2019 11

Table� 2.� Classified� Fashion� Image

Image Quantity Percentage

Natural elegant 39 24%

Romantic feminine 34 21% 

Modern chic 22 14%

Sporty casual 18 11%

Classic formal 14 9%

Gorgeous ethnic 11 6%

Figure� 12.� Image� Positioning� of� Tehran� Street� Fashion
(drwan by authors)

까지로 테헤란 스트리트 패션으로 공유된 사진 자료로 한정, 

하였다. 

각각의 이미지 분포는 내추럴 엘리건트 로맨틱   (24%) > 

페미닌 모던 시크 스포티 캐주얼(21%) > (14%) > (11%) > 

클래식 포멀 고저스 에스닉 순으로 나타났다(9%) > (6%) . 

분류된 패션 이미지로는 로맨틱 페미닌  (Romantic 

모던 시크 내추럴 엘리건트feminine), (Modern chic), 

클래식 포멀 스포티 캐(Natural elegant), (Classic formal), 

주얼 고져스 에스닉 로 나(Sporty casual), (Gorgeous ethnic)

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이미지를 테이스트스케일로 포. 

지셔닝 한 결과는 과 같으며 각 이미지별 특성은 Figure 2 ,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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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Image

Image Item Color

Romantic 

feminine

An elaborate, decorative look 

that is lovely and girl-like

Blouse, skirt, or dress with 

floral, ruffle, lace, or flounce 

details

Subtle and soft pale or pastel 

tones

Modern 

chic

A cosmopolitan and polished 

look that is simple but refined

Outfit based on pants with 

simple lines and no frills

Achromatic colors;

Black and white brightness 

contrast

Natural 

elegant

A comfortable and gentle look 

that contrasts with a stiffer 

urban image and highlights 

feminine elegance

Trench coat, sweater, cardigan, 

or long dress that show an 

effortless elegance

Ivory, beige, and a light green 

color scheme

Classic formal

A conservative look that 

highlights a traditional and 

mature image

Tidy tailored suit matched with 

pants or a long skirt

Achromatic colors; Brown and 

beige color scheme; Dark 

colors such as wine, dark 

green & navy

Sporty casual 

A functional and comfortable 

look that 

is not tied to formalities

Jacket, T-shirt, jeans, or 

tracksuit that express active 

youthfulness

Vivid colors with a bright tone; 

Achromatic colors in 

contrasting combinations

Gorgeous 

ethnic

A traditional look that 

emphasizes ethnological beauty 

in additional a luxurious 

feminine image

Dress, blouse, skirt, or long 

robe that feature regional 

prints, applique, patchwork, or 

embroidery

Vivid colors in contrasting 

combinations

먼저 로맨틱 페미닌 이미지는 소녀같고 낭만적이며 사랑  , 

스러우면서 여성스럽고 화려한 이미지이다(Gong & Ahn, 

은은하고 2003; Park, Kim, Yoon, Park, & Yoon, 2017). 

부드러운 페일톤 파스텔 계열 컬러에 꽃무늬 러플 레이스, , , 

플라운스 등의 디테일이 들어간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 , 

등을 매치하여 귀여우면서도 발랄한 여성미를 연출한 스타

일이 다수 나타났다. 

모던 시크 이미지는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세련된 감성의   

간결미와 지성미를 지향하는 이미지이다(Gong & Ahn, 

무채색 계열이나 흑백의 고명도 2003; Kim et al., 2017). 

대비 컬러에 장식을 배재한 단정하고 심플한 라인의 의상들

로 도회적 감성을 연출한 스타일이 다수 나타났다. 

내추럴 엘리건트 이미지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계적인   , 

도시 이미지와 상반된 감성에 부드럽고 섬세하며 단정한 여

성다움을 지향하는 이미지이다(Lee, 2012; Park et al., 

아이보리 베이지 연한 그린 계열의 컬러에 드레이2017). , , 

프성이 있는 소재의 트렌치코트 스웨터 카디건 길이감이 , , , 

있는 원피스 등을 매치하여 꾸미지 않은듯한 우아함을 연출

한 스타일이 다수 나타났다. 

클래식 포멀 이미지는 전통적이며 성숙된 취향의 안정감   

있는 보수적 이미지이다 무채색이나 브라운 및 베이지 계. 

열 와인 다크 그린 네이비 등과 같은 짙은 컬러에 테일러, , , 

드 재킷을 팬츠나 롱스커트와 매치하여 단정하면서도 안정

감 있는 스타일이 다수 나타났다.

스포티 캐주얼 이미지는 활동적이면서 기능적이고 편안하  

면서도 격식에 매이지 않는 이미지이다(Gong & Ahn, 

브라이트 톤의 밝고 선명한 컬러가 다수2003; Lee, 2012). 

이며 무채색 계열일 경우 대비가 되는 컬러로 프린트를 넣, 

어주었다 점퍼 티셔츠 청바지 트레이닝복 등을 매치하여 . , , , 

자유롭고 활기찬 젊은 감각을 연출한 스타일에 포켓과 같은 

기능성 디테일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고저스 에스닉 이미지는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지역 고유  

의 아름다움에 여성스러운 고급스러움을 더한 이미지이다

비비드한 컬러나 컨트라스(Lee, 2012; Park et al., 2017). 

트 배색에 지역 고유의 프린트 아플리케 패치워크 자수와 , , , 

같은 디테일이 들어간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긴 로브 , , , 

등을 매치하여 이국적인 감성을 연출한 스타일이 다수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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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이미지별�히잡의�분석2.� .

분류된 이미지별 의상과 함께 착용된 히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맨틱 페미닌 이미지에 나타난 . , Figure 

의 히잡은 화이트 컬러의 롱 재킷에 화이트 상의와 옐로13

우 팬츠의 이너 및 유사 색상의 슈즈와 매칭된 무늬가 없는 

옐로우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큰 사이즈의 히잡을 . 

얼굴과 머리 앞부분을 드러내도록 느슨하게 감싸고 나머지

는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늘어트렸다 화이트 재킷의 플라워 . 

아플리케의 컬러 및 팬츠와 구두의 컬러와 유사한 옐로우 

컬러의 사용과 재킷의 풍성한 실루엣처럼 히잡을 느슨하고 

풍성하게 여며 색상뿐 아니라 실루엣에서도 통일감을 나타

낸다. 

에 나타난 히잡은 핑크 컬러의 재킷 상의 슈즈  Figure 14 , , 

와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팬츠와 함께 착용한 연보라 컬러

가 그라데이션된 핑크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 

앞머리뿐 아니라 정수리와 옆 라인까지 드러나도록 머리에 

걸치고 목 부분에서 교차하였다 한쪽의 히잡은 그라데이션 , . 

부위가 잘 보이도록 펼쳐서 어깨를 감싸면서 뒤로 넘겼다. 

재킷 상의 슈즈 및 히잡과 팬츠의 색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 

톤을 사용한 톤 인 톤 배색과 재킷과 팬츠의 슬림한 실루엣

처럼 히잡 또한 간결하게 머리를 감싸 색상 및 실루엣에 통

일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옐로우 컬러의 셔링 스커트  Figure 15 , 

화이트 컬러의 상의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화이트 컬

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은 드러나지 . 

Figure� 13.�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14.�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15.�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16.�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않게 감싸고 목 부위에서 타이트하게 묶어 고정하였다 옐로. 

우 컬러의 셔링 롱 스커트와 화이트 컬러 상의 소매 부분의 

러플들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실루엣과 다르게 히잡을 타이

트하고 간결하게 착용하여 풍성한 의상 실루엣으로 자칫 과, 

도하게 보일 수 있는 스타일에 균형미를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다채로운 무늬가 들어간 화이  Figure 16

트 재킷 및 옐로우 컬러의 하의와 함께 착용한 다양한 파스

텔 계통 컬러의 플로럴 프린트가 들어간 화이트 컬러 히잡

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앞머리 및 정수리 부분까지 드러. 

내고 목 부위에서 한쪽을 어깨 뒤로 넘겼다 의상과 히잡의 . 

무늬 및 컬러는 다르지만 무늬의 사이즈가 유사하며 옐로우 , 

컬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통일감을 주었다 또한 히잡의 착. 

용 실루엣과 의상의 넉넉한 실루엣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조

화와 균형을 이루었다. 

모던 시크 이미지에 나타난 의 히잡은 블랙 컬  Figure 17

러의 상 하의 및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블랙 ·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은 드러. 

나지 않게 감싸고 목 부위에서도 볼륨있게 둘러 착용하였다. 

모두 블랙 컬러를 사용하고 힐과 팬츠 턱시도 재킷의 슬림. , 

한 실루엣과 유사하게 히잡 또한 늘어트리거나 하지 않고 

심플하게 착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카멜 컬러의 재킷과 블랙 컬  Figure 18

러의 하의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블랙 컬러, 

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머리 앞부분이 드러나도록 . 

하였으며 히잡의 나머지 부분은 재킷 안으로 넣었다 재킷, . 

을 제외한 나머지 의상 및 액세서리와 동일한 블랙 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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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18.�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19.�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0.�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으며 풍성한 실루엣의 재킷과 달리 , 

심플하게 히잡을 착용하여 균형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블랙 컬러의 의상 및 액세서  Figure 19

리와 함께 착용한 블랙 화이트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 . 

법은 얼굴과 앞머리 및 옆 라인이 드러나도록 머리에 걸치

고 목 부분에서 느슨하게 교차하고 한쪽은 뒤로 넘겼다 재, . 

킷의 펄과 블랙 화이트 컬러 배색 히잡의 조화로 단조로& 

움을 피하고 길게 늘어뜨려 부츠와 재킷의 길고 슬림한 라, 

인과 조화를 이루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그레이톤 재킷과 블랙 컬러의   Figure 20

하의 및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한 화이트 그레이 블랙 컬러의 · ·

체크 무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정수리 및 옆 라. 

인이 드러나도록 머리에 걸치고 앞에서 느슨하게 교차하면, 

서 어깨를 충분히 감싸며 한쪽은 뒤로 넘겼다 하의의 블랙 . 

및 재킷과 유사한 그레이 계열이 사용된 히잡을 착용하여 

컬러에서 통일감을 주었고 슬림한 실루엣과 대조되는 상의

와 유사하게 히잡 또한 어깨를 덮으며 넉넉하게 감싸 균형

감을 주었다.  

내추럴 엘리건트 이미지에 나타난 의 히잡은 블  Figure 21

랙 상 하의에 베이지 컬러의 레이스가 장식된 긴 재킷과 함·

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블랙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 

얼굴과 앞머리 그리고 목 부분만 살짝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목 부위에서 교차하며 케이프과 같이 어깨를 감싸도록 펼쳐 

착용하였다 이너와 히잡 가방을 모두 블랙으로 통일하여 . , 

재킷 레이스와 골드 컬러 슈즈의 화려함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에 나타난 히잡은 화이트 로브 브라운 팬츠 그  Figure 22 , , 

린 상의에 연한 옐로우 컬러의 가방과 함께 착용한 옐로우 

바탕에 다양한 무늬가 들어간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 

정수리 부분만 드러나도록 하며 목 부위에서 풍성하게 교차, 

하며 한쪽은 앞으로 늘어트렸다 옐로우에서 그린 브라운으. ·

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색상과 긴 화이트 로브가 컬러의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로브와 팬츠의 드. 

레이프성이 히잡을 두르며 만들어진 드레이퍼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에 나타난 히잡은 화이트 컬러의 이너 및 샌들  Figure 23

과 브라운 스트라이프의 로브를 함께 착용한 잎사귀 무늬가 

있는 브라운 계열 컬러가 그라데이션 된 히잡이다 착용 방. 

법은 머리와 정수리 머리 옆부분이 드러나도록 하며 목이 , , 

보이도록 목 주위에서 교차하고 한쪽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늘어트리며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신체 라인이 드러나지 . 

않는 실루엣과 머리에 걸쳐 늘어트린 히잡이 자연스럽고 편

안한 감성을 주고 로브와 히잡의 브라운 계열 컬러가 조화

를 이루고 있다.

는 베이지 계열의 로브 및 스커트와 화이트 상  Figure 24

의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밝은 베이지 컬러의 히잡이

다 착용 방법은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감. 

싸고 목 부위에서도 볼륨있게 둘러 착용하였다 화이트 상의. 

와 각기 다른 톤의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여 컬러에서 조화

미와 함께 내추럴한 감성을 주며 거의 바닥에 닿는 길이의 , 

로브의 길이와 달리 히잡은 길게 늘어트리지 않아 실루엣에 

균형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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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 Figure� 22.�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3.�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4.�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5.�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6.�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27.�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 Figure� 28.�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클래식 포멀 이미지에 나타난 의 히잡은 블랙 컬Figure 25

러의 상 하의 및 액세서리에 카멜 컬러의 더블브레스트 코·

트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블랙 컬러 히잡이다 착용 . 

방법은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감싸고 목 부

위에서 타이트하게 고정하였다 블랙과 카멜 컬러의 조화와 . 

클래식한 코트 그리고 타이트하게 감싼 히잡의 조화로 단정

하면서도 포멀한 감성이 나타났다.

에 나타난 히잡은 체크 무늬의 폭이 넓은 바지  Figure 26

와 크림 컬러의 더블 브레스트 재킷과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베이지 컬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게 감쌌으며 목둘레에서 다시 한번 , 

두르고 앞에서 모아지게 하여 늘어트렸다 히잡 재킷 바지. , , 

가 동일한 컬러는 아니지만 유사한 베이지 계열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베이지 컬러 코트 라이트 블  Figure 27 , 

루 컬러의 청바지 화이트 컬러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한 무, 

늬가 없는 화이트 컬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 

도록 감쌌으며 나머지 부분은 재킷 안으로 넣었다 허리에, . 

서 끈으로 여미고 소매 커프스 부분에 셔링이 잡힌 코트의 

풍성함과 대조되게 히잡을 심플하게 착용하여 균형미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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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9.�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30.�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31.�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 Figure� 32.�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었고 히잡 컬러를 액세서리와 동일한 화이트를 사용하여 통

일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카멜 컬러 재킷 베이지 컬러   Figure 28 , 

바지에 화이트 컬러의 이너를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베

이지 컬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도록 감쌌으. 

며 나머지는 목을 감싸며 타이트하게 고정하였다 히잡의 , . 

착용은 상 하의 의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조화를 주었다· . 

스포티 캐주얼 이미지에 나타난 의 히잡은 레드  Figure 29

컬러 후드티와 블랙 팬츠 그리고 롱패딩 점퍼에 화이트 스

니커즈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화이트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도록 감쌌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의 , 

안으로 넣었다 패딩 코트와 더불어 얼굴을 제외한 부분이 . 

드러나지 않게 착용한 히잡은 활동성뿐 아니라 보온성을 제

공해 준다.  

에 나타난 히잡은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의 티  Figure 30

셔츠와 청바지에 스니커즈와 블랙 크로스 백을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브라운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 

보이도록 감쌌으며 나머지는 목을 감싸며 뒤로 늘어트렸다, . 

의상 및 히잡 모두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

었고 활동적인 의상에 맞게 히잡 또한 활동에 불편함 없이 , 

착용하였다. 

에 나타난 히잡은 데님 재킷에 블랙 팬츠 화이  Figure 31 , 

트 셔츠와 함께 착용한 오렌지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 

은 얼굴만 보이도록 감쌌으며 나머지는 목을 감싸며 뒤로 , 

늘어트렸다 다만 앞머리 부분 오렌지 컬러의 히잡 안에 . , , 

화이트 컬러의 소재가 보이는데 화이트 컬러의 히잡 혹은, 

머리감싸개 위에 오렌지 컬러의 히잡을 다시 한번 두른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이트 컬러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팬츠. 

와 데님 재킷 그리고 화이트 셔츠의 오렌지 컬러 프린팅과 , 

오렌지 컬러의 히잡이 조화를 이루며 캐주얼하고 밝은 감성

을 준다.  

에 나타난 히잡은 레드 컬러의 상의에 데님 바  Figure 32

지 화이트 스니커즈에 블랙 컬러의 힙색과 함께 착용한 화, 

이트 스트라이프가 있는 레드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 

얼굴과 정수리 및 옆 라인이 드러나도록 머리에 걸치고 앞, 

에서 느슨하게 교차하면서 어깨를 충분히 감싸도록 착용하

였다 풍성한 상의와 여유있게 두른 히잡이 실루엣의 조화를 . 

이루고 있으며 상의와 동일한 컬러의 히잡이 발랄함과 함께 

통일감을 주었다.  

고저스 에스닉 이미지에 나타난 의 히잡은 블랙   Figure 33

컬러에 그레이와 화이트의 기하학 무늬가 들어간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그레이 컬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 

은 얼굴과 머리 앞부분이 보이도록 착용하였으며 목 부분을 

타이트하게 감싸고 나머지는 뒤로 넘겼다 드레스의 무늬와 . 

히잡 컬러를 동일하게 착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블랙 컬러에 아이보리 컬러의   Figure 34

레이스가 세로로 길게 덧대어진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무늬

가 없는 아이보리 컬러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과 머리 . 

앞부분이 살짝 보이도록 목을 감싸며 양쪽을 뒤로 넘겼다. 

이마 위쪽으로 아이보리 히잡 안에 블랙 컬러의 패브릭이 

살짝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중으로 히잡을 착용한 것으로 , 

예상된다 드레스의 무늬와 히잡의 컬러를 동일하게 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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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34.�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35.�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Figure� 36.� Iranian�Woman�
(www.pinterest.com)

일감을 주고 드레스의 긴 세로무늬와 함께 히잡 또한 길게 , 

늘어트려 더욱 길어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블랙 컬러의 이너에 블랙   Figure 35 & 

화이트 컬러의 기하학 무늬가 들어간 랩드레스와 함께 착용

한 블랙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면서 전. 

체적으로 늘어트림 없이 부피감 있게 머리를 감쌌다 블랙 . 

컬러의 이너와 히잡으로 랩드레스의 복잡한 기하학 무늬가 

산만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주었다.  

에 나타난 히잡은 붉은색에 네크라인 및 밑단에   Figure 36

무늬가 들어간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무늬가 없는 밝은 베

이지 컬러의 히잡이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도록 감쌌으. 

며 늘어뜨림 없이 목 부분에서 둘러 고정하였다 드레스 무, . 

늬와 슈즈 그리고 히잡 컬러를 유사한 색상으로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각각의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의 주요 특성을 정리한 결  

과 로맨틱 페미닌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여성스럽고 화사, 

한 의상들과 어울리는 파스텔 계열 색상이나 플로랄 무늬가 

사용되었다 의상과 유사한 색상이나 프린트를 사용하여 전. 

체적인 스타일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착용 방법은 얼굴. 

과 정수리를 드러내며 느슨하게 감싸고 늘어트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얼굴만을 드러내고 타이트하게 감싸는 방법도 있, 

었다. 

모던 시크에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세련되고 심플한 의  

상들과 어울리는 무늬가 없는 블랙이 다수 나타났다 그리고 .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의상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모던 

시크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블랙 화이트나 그레이 계& 

열에 체크 무늬 등이 들어간 히잡 또한 나타났다 착용 방. 

법은 심플한 룩에 어울리게 단정하게 감싸는 방법이 많았으

나 무늬나 컬러 배색이 있는 히잡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 

잘 드러나도록 느슨하게 감싸는 방법도 다수 나타났다. 

내추럴 엘리건트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자연스럽고 편  

안한 의상들과 어울리는 베이지 계열 히잡이 다수였으며 그 , 

외 의상의 컬러와 유사한 컬러의 히잡을 착용하여 전체 이

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프린팅이 들어간 . 

히잡 또한 눈에 띄었는데 내추럴 이미지 프린팅은 스타일을 , 

더욱 돋보이게 하며 꾸미지 않은 듯한 우아함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착용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목부위에. , 

서 드레이프지게 감싸는 방법은 전체 스타일을 한층 부드럽

고 우아하게 연출하게 하였다. 

클래식 포멀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클래식하고 단정한   

의상들과 어울리는 무채색이나 베이지 계열의 무늬가 없는 

히잡이 다수였다 착용 방법 또한 해당 이미지의 보수적이며 . 

단정한 느낌과 어울리도록 얼굴만 드러내고 다른 부분은 모

두 감싸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스포티 캐주얼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활동적이며 편안  

한 이미지의 의상들과 어울리는 밝고 선명한 컬러의 히잡이 

나타났다 의상에 들어간 원색들과 어울리는 컬러들의 히잡. 

으로 더욱 활기차고 발랄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착용 방법. 

은 활동에 적합하도록 얼굴만 드러내고 감싸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고저스 에스닉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민속적인 지역 고  

유의 문양이 들어간 의상들과 어울리는 무늬가 없는 뉴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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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Hijab� by� Image

Image Color� Pattern� Hijab� Styling�

Romantic 

feminine

White

Pastel 

Solid

Floral

Loosely wrapped around the head revealing the face and 

the crown and sides of the head; Crossed over at the 

neck;

Draped over the back or one shoulder

Modern 

chic

Black

White

Grayish

Solid

Check

Wrapped around the head to show only the face or the 

face and the crown of the head, either tightly or loosely

Natural elegant Beige Natural 
Wrapped around the head to show only the face; Draped 

around the neck 

Classic formal

Black

White

Beige 

Solid
Tightly wrapped around the head to show only the face; 

Wrapped around the neck 

Sporty casual Bright 
Solid 

Stripe 

Tightly wrapped around the head to show only the face; 

Wrapped around the neck

Gorgeous ethnic Neutral Solid Tightly wrapped around the head to show only the face 

계열의 히잡이 다수였다 스타일의 과도한 화려함을 억제하. 

면서도 의상의 무늬와 어우러지도록 하여 의상의 아름다움, 

을 더욱 부각시켰다 착용 방법은 얼굴만 드러내고 다른 부. 

분을 모두 감싸는 방법이 대부분으로 보수적인 이미지를 연

출하였다. 

이처럼 히잡은 이미지별 의상 스타일과 어울리도록 다양  

한 방법으로 착용 되었는데 얼굴과 머리의 노출 정도에 따, 

라 착용 방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얼굴만 드러내고 목과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감싸는   ,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목 부위에서 타이트하게 둘러 목을 . 

감싸는 방식과 목 부위에서 느슨하게 둘러 감싸는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타이트하게 감싸게 되면 히잡의 라인이 얼굴 및 . 

목과 밀착되어 흡사 머리를 뒤로 바짝 묶은 것과 유사한 느

낌을 준다 이러한 착용 방식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것. 

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타일을 정리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 

쉽게 벗겨지지 않아 활동성이 좋고 피부의 노출 부위가 줄, 

어들어 보온의 효과가 있어 추운 계절에 많이 나타났다 얼. 

굴만 드러내고 목에서 느슨하게 감싼 히잡 스타일은 단정하

면서도 목 부위에서 드레이프지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다음은 얼굴과 머리 앞부분이 드러나도록 감싸는 방법이  

다 목부위에서 두르는 방식에 따라 목이 드러나는 경우도 .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얼굴만 드러내도록 감싸, . 

는 방법보다 여유가 있어 덜 답답해보인다 경우에 따라 앞. 

머리 부분을 천으로 감싸고 그 위에 히잡을 착용하는 이중 , 

착용 방법이 있다 주로 화이트와 블랙 컬러의 천으로 먼저 . 

머리를 감싸고 그 위에 다른 색상의 히잡을 둘렀다 이러한 . 

착용 방법은 얼굴만 보이도록 착용하는 방법보다 머리카락

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덜 답답해보이는 효과를 준다.

마지막으로 얼굴과 정수리 부분이 드러나도록 감싸는 방  

법이다 경우에 따라 옆머리나 귀까지 드러내기도 한다 느. . 

슨하게 감싸기 때문에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연출

이 가능하다 또한 노출 부위가 많아 기온이 높은 경우에 . 

많이 나타난다 이 방법은 목에서의 여밈 정도나 늘어트리는 . 

방법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목에서 느슨하게 . 

교차하여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경우와 타이트하게 교차하

여 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목에서 . 

교차하여 양쪽 모두 뒤로 늘어트리는 방법과 한쪽만 뒤로 

넘기는 방법이 있다 이는 스타일링에 따라 달라지는데 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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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테두리 부분에 무늬가 들어간 경우 어깨를 충분히 감싸

도록 펼치며 넘겨 무늬를 돋보이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 

방식은 어깨 부위를 덮어줌으로써 보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착용 방법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히잡으로 연출  

이 가능하다 사진상으로 정확한 크기나 형태는 알 수 없으. 

나 얼굴과 정수리가 보이도록 감싸고 길게 늘어트리는 경우 , 

긴 직사각형 형태의 히잡이 사용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 

히잡의 늘어트림 정도로 보아 정사각형의 히잡을 사용했음

이 짐작 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리고 정수리가 . 

보일 정도로 느슨하게 착용하는 경우 핀 등으로 고정하여 

히잡이 벗겨지거나 흘러내림을 방지한다는 것이 짐작 가능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타일과 착용 방법을 통하여 현대 이  

란 여성들에게 히잡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종교적 문화적 ·

상징물이자 미와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다양하, 

게 연출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IV.�

본 연구는 전통적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스

트리트 패션을 분석하여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히잡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히. 

잡의 기원과 의미 종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히잡은 숨기, . ‘

다 는 의미의 에 그 어원이 있으며 지역 문화 종파 별’ hajaba , · ·

로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 Table. 1

에 나타난 히잡 스타일을 히잡이라 정의하고 분석의 기준으

로 삼았다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대표적 이미지 소. 

셜 미디어인 핀터레스트에서 ‘hijab fashion in Tehran’s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street’ 

선별 분류하였다 선별한 이미지를 테이스트 스케일법에 따· . 

라 분류한 결과 로맨틱 페미닌 이미지 모던 시크 이미지, , 

내추럴 엘리건트 이미지 클래식 포멀 이미지 스포티 캐주, , 

얼 이미지 고저스 에스닉 이미지 여섯 가지로 나누어졌다, . 

로맨틱 페미닌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파스텔 계열의 컬러

에 무늬가 없거나 플로랄 무늬 등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얼, 

굴과 정수리를 드러내도록 느슨하게 착용되었다 모던 시크. 

에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무늬가 없는 블랙 또는 블랙 & 

화이트 컬러에 체크 무늬 등이 사용되었으며 의상에 따라 

타이트하거나 느슨하게 착용되었다 내추럴 엘리건트 이미지. 

에 나타난 히잡은 베이지 계열의 컬러에 내추럴 프린트가 

사용되었으며 목 부위에서 드레이프지게 착용하는 방법이 , 

나타났다 클래식 포멀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무채색이나 . 

베이지 계열의 컬러에 무늬가 없었으며 얼굴만 드러내도록 

착용되었다 스포티 캐주얼 이미지에 나타난 히잡은 선명한 . 

원색 컬러도 사용되었으며 활동성 있게 얼굴만 드러내고 타, 

이트하게 감싸는 방법으로 착용되었다 고저스 에스닉 이미. 

지에 나타난 히잡은 뉴트럴 계열 컬러에 무늬가 없으며 얼, 

굴만 드러내는 보수적 방법으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 

통하여 히잡이 다양하게 착용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타 문. 

화권에서 히잡은 여성들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억압과 같은 

폐쇄적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통하여 현. 

대 이란 여성에게 히잡은 종교적 정치적 의무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지. 

역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상 착용에도 상황에 , 

따라 고유한 암묵적 규범이 존재한다 이란 여성들에게 히잡. 

은 억압의 상징이기보다는 당연히 착용해야 할 의상의 일부

이다 다시 말하여 그들에게 히잡은 미와 개성을 나타낼 수 . 

있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매개

체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히잡 분석으로 소재의 파악 등

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의 스트리트 패션 분석에 히잡 착

용의 형태만 추가된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았다 보다 면밀. 

한 역사 문화적 고찰을 통하여 이란 여성들에게 히잡이 갖는 ·

의미의 파악 등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패션 산업, 

계의 히잡 관련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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