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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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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of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ors in Recen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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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lor is infinitely more complex and challenging when the human element is factored in. The nature of fashion
presents additional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allowing for even greater possibilities.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
ors could be used as a starting point for investigating many possible applications in fashion industry. Modern fashion
industry received various information from many medias.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ors must be referred to primarily
when planning fashion goods among so much information. In this study, changes in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ors from
1966 to 1995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indicated fashion trends and fashion colors were involved with community,
culture and economy. Furthermor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ashion trends were summarized. In recent 30 years fash-
ion trends and fashion colors appeared practical fashion and natural color, amenity fashion and mild color. According to the
fashion changes in sensitivity, the color change was evaluated. Fashion colors displayed changes from sign effect to symbol
effect. Especially black changed from minus image to plus image made it important fashio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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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행이란 어느 사회속에서 일정기간 그 사회의 상당수의 사

람들이 모방을 매체로 한, 유동적이고 집중적인 사회적 동조행

동을 자아내는 사회현상이다(荻村, 1987). 이러한 유행은 흔히

거대한 유행현상을 이끌어내어 패션산업을 성립케한다. 패션산

업은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소구력이 큰 산업이므로,「매력있

는 상품기획」이나「고감도 상품기획」등이  요구되어진다. 또

한 패션산업의 거대화가 진행되는 요즘 소비자 니즈를 꿰뚫는

적중력이 큰 유행예측이란 패션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매 시즌 범람하는 각종자료와 정보를 통해 다음 시즌 유행

할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가에 따

라 브랜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 시즌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를 분석하는 일은 패션상품

의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양한 패션 트렌드의 예측요소중에서도 인

간심리에 미치는 소구력이 큰 패션 컬러가 중요시 되고있다. 패

션 컬러의 기능 중 예측의 기능은 특히 중요시되어 과거와 현

재의 컬러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은 타겟 소비자의 컬러선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Mary, 1995). 또한, 고감도 상품

기획시 색채가 갖는 강한 감각효과, 디자인 표현에 있어서의 차

별화의 용이성, 정량적표현의 용이성 등은 유행형성에 있어서

의 색채의 선도성을 유도하고 있다(アパレル色彩企劃,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최근 30년간의 패션 트렌

드와 패션 컬러의 변천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난 한

세대의 패션 트렌드의 특징을 정리·분석하는 일임과 동시에

금후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예측하는 일에도 참고가 되리라

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6년부터 1995년까지의 최근 30년간의 패

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추이를 5년씩 6시기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2. 시기별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추이

2.1. 패션의 혁명과 인공색의 시기(1966~1970)

1960년대의 패션은 상층계급의 모드인 오트쿠튀르가 대중으

로 전해진다고 하는 그때까지의 유행의 흐름이 역전해가는 시

대였다. 1950년대는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를 필두

로 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작된 뉴 모드가 세계의 모드를 리

드하고 현대 패션사에 남는 수많은 걸작의 룩과 라인이 창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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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였다. 당시의 스크린 모드도 또한 유명 디자이너의 손에 의

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기부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복식사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의상디자인이 출현

했다. 그것은 1965년에 발표된 메리 퀀트(Mary Quant)에 의한

미니 스커트이다. 그후,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도 미

니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는 미니의 열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서구의 역사속에서 다리는 부정(不淨)한 것이라고하는 전통적

인 미의식이 존재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미니의 출현과 이 미

니가 전세계에 유행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마찬가지

로 판탈롱의 출현은 여성의 성의식을 변혁시키고 T셔츠는 내

의의 외의화(外衣化)현상을 일으켜, 진즈(jeans)의 보급과 더불

어 의복의 단품화를 촉진시켰다. 

즉 1960년대는 패션의 캐쥬얼화, 단품 코디네이트, T.P.O의

붕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의복혁명이 시작된 획기적인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노 섹스, 노 에이지, 노 시즌의 개

념도 부각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공소재, 인공

색이 범람하여 이전과는 다른 활기에 넘치는 패션환경이 전개

되었다(Fashion Color Book, 1993). 

1960년대 후반인 1966년 춘하에는 <리틀 걸 룩>, 1966년

추동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소공녀 룩> 등

소녀취향의 유치한 분위기도 나타났지만, 한편에서는 앙드레 쿠

레주 주변에서 <스페이스 룩>의 일파가 신인 디자이너인 에마

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 루이 페로(Louis Feraud), 피에

르 카르댕(Pierre Cardin)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쿠튀르는 이

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생 로랑은 팝 아트(Pop

Art)와도 접촉했다. 그중에서도 1967년 추동에는 생 로랑이 블

랙을 부활시키고(Fig. 1), 쿠레주 쇼크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8년 파리에서는 5월 혁명이 일어났고, 그 흐름은 패션계

에도 영향을 미쳐, 오트쿠튀르시대로부터, 프레타포르테의 시대

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林, 1995), 1968년 춘하, 항구에는

히피가 배회하고,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드 바르도가 ‘미니는 유

행이 지나갔다’고 선언하며, 맥시의 유행을 부추겼다. 

쿠튀르의 컬러는 다시 30년대를 회상케하는 화이트, 딥 블루,

레드, 블랙, 베이지 등의 기본색으로 회귀한다. 84세의 샤넬이

발표한 샤넬 슈트는 모래색의 샨탄소재에 레드와 딥 블루의 그

로그랭(grosgrain)으로 가장자리를 둘렀다. 1968년 추동에도 생

로랑의 블랙이 주역을 담당한다. 이 해에는 블랙의 실크 저지

의 폭넓은 팬츠를 주야를 불문하고 입었다. 

1969년 춘하, 세간은 사이키델릭에 싫증을 느껴 시크함을 찾

게된다. 그러자 쿠튀르도 뉴트럴한 색조가 전체적인 경향이 되

어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는 생 로랑의 시티 팬츠를 필두로

한 팬츠의 전성시대가 된다. 이해에는 메탈 패션의 제왕인 파

코 라반(Paco Rabanne)이 데뷔하는데, 최근까지도 일관된 스타

일을 발표하였다. 1969년 추동 패션은 <뉴 롱>으로 불리었다.

1970년 춘하는 가늘고 긴 실루엣의 소프트한 디자인이 주류

를 이루었다. 패션 컬러도 파스텔조가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베이지, 그레이, 딥 블루, 마론의 뉴트럴한 무지가 많았다. 프

린트 디자인에서는 아르 데코조의 프린트를 비롯하여, 아트조

의 프린트가 보여진다. 구두와 액세서리는 메탈 크롬의 샌들 등

이 나타나 시대의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다카다 겐조(高田賢

三)가 4월, 최초의 컬렉션을 발표했다. 

1970년 추동의 테마는「미니의 종말」이었다.웅가로가 엘

레강트파로 전향하는 한편, 생 로랑은 런던 팝으로 접근하여,

「LOVE」가탄생하였다.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톤이 많았고, 가

지빛 블루, 모브, 라일락, 딥 레드, 모스 그린, 다크 블루 등이

나타났는데, 블랙은 여전히 강세였다(色, 1994).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1과

같다.

2.2. 비서구의상의 조형감각과 자연색 지향의 시기(1971~

1975)

이 시기는 패션의 대중화가 진행하여 자유로운 착장표현과

Fig. 1. Yves Saint Laurent의 Tuxedo, 1966/67. A History of Fashion,

p.63.

Table 1. Fashion Trends of 1966~1970 

    구분                     특징

사회환경 영 컬쳐의 시대, 성의식의 변화,

인공환경의 발달(미래지향, 도시지향),

비틀즈의 인기, 멕시코 올림픽

아폴로11호 월면착륙 성공, 히피와 

마리화나의 유행, 사이키델릭 아트

패션 트렌드 미니 선풍, 판탈롱혁명, 노 브래지어 선풍, 시티 팬츠(생

로랑), 기하학 룩(쿠레주), 코스모 룩(카르댕), 플라스틱

모드(파코 라반), 의복의 단품화, 안티 T.P.O, 유니섹스 룩,

레이어드 룩, 모즈 룩, 사이키델릭 룩, 길이의 다양화(미

니, 미디, 맥시), 피코크혁명

패션 컬러 엘레강트 콘트라스트(밝고 연한 색조와 강하고 선명한 

색조), 사이키델릭 컬러, 브릴리언트 판타지(밝고 선명

한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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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구적인 새로운 의복의 개념이 대두한 시기이다. 패션 컬러

에 있어서는 자연색에의 공감을 나타낸 시기이다. 즉 자연환경

의 파괴, 도시공해, 오일쇼크 등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탈도시

화, 자연지향이 강했다. 이러한 시대환경을 배경으로, 포클로어,

에스닉 패션이 대두하여 내추럴 컬러, 어스 컬러의 인기가 상

승했다. 또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패션도 등장하였고, 군복색

으로 상징되는 카키색도 주목되었다. 카키(khaki)란 중동계의

언어로 “흙먼지”를 의미한다(岡部, 1991).

한편 히피, 마리화나, 반전운동, 남성의 장발, 사이키델릭 아

트 등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여러가지 혁명

이 발생했다. 비틀즈의 음악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보디 페인

팅, 시스루, 노브라, 스트리킹 등의 풍속현상이 화제가 되고 날

마다 새로운 변화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전체에 변혁의 폭풍

이 휘몰아친 건강하고, 크레이지한 시대였다. 

패션도 대중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컨셉과 표현이 탄생했

다. 공업화사회, 도시현상의 진전에 대하여 탈도시화, 자연회귀,

비서구문화에의 동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시대의 공기로

서 생겨났다. 그것은 푸어 패션, 새비지 패션, 포클로어와 에스

닉 패션을 유발하였고, 1973년의 오일쇼크 직후에는 서바이벌

패션이 등장하였다. 서바이벌 패션은 살아남기 위한 기능적이

고 하드한 패션이다(Fashion Color Book, 1993). 

그 위에 민속조패션이 대두하여, 겐조의 포클로어, 미야케 잇

세이(三宅一生)의 아프리카조, 집시, 인디언, 인도풍 등 자연지

향의 영향을 받은 카키색 등의 어스 컬러가 인기였다. 복식의

유형으로는 맥시 코트, 폰초 케이프, 스모크, 에스카르고 스커

트, 빅 스커트가 유행했고, 스커트 길이는 미디와 맥시 등의 롱

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는 아직 프레타포르테의 시대는 아니었다. 파리 컬

렉션으로서 개최되고 있던 것은 여전히 오트쿠튀르이고, 프레

타포르테가 조직화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렸다. 

1971년 춘하에는 샤넬 최후의 컬렉션이 있었다. 쇼츠가 진출

하는 이 시즌은 동시에 미니도 롱도 존재하여, 모드는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다. 패션 컬러는 레드가 베이스였지만, 블루와 모

브의 꽃무늬 프린트가 범람하였다. 

1971년 추동은 생 로랑이 <꽃피는 처녀>의 드레스를 발표하

였다. 그때까지의 침착한 색조로부터 일변하여, 선명한 색을 많

이 발표한 시즌이었다. 레드, 그린, 오렌지, 모브, 옐로우에 로

얄 블루가 나타났다. 

1972년 춘하에는 “프레타포르테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마

담 그레(Grès)가 선언하지만, 프레타포르테의 다카다 겐조 스타

일은 이미 모드계의 유행이 되었다. 물론 겐조는 개인으로 활

동하였고, 오트쿠튀르조합과는 무관하였다. 시즌의 패션 컬러의

경향은 둘로 나뉘어, 투명하고 빛나는 색과, 베이지, 화이트, 블

랙, 그레이의 클래식조가 되었다.

1972년 추동은 드디어 쿠튀르의 폐쇄적인 세계가 스트리트

패션에 문호를 개방한다. 4월 10일부터 쿠튀르 메종의 프레타

포르테 부문이 쇼를 행하였고, 이어서 17일부터 겐조의 쇼가

열렸다. 그런데 쇼가 시작되고 보니, 겐조는 소위 「겐조 스타

일」이아니고 영국조였다. 히스평원의 어두운 색채를 사용한

겐조는 실은 생 로랑과 마찬가지의 색채구성으로 비즈니스적으

로도 성공한다. 실제 시장에서 팝 컬러는 팔리지 않았던 것이

다. 

1973년 춘하, 프레타포르테의 파리 컬렉션도 두 번째 시즌을

맞았다. 클래식한 이미지가 지배적이고, 화이트가 압도적이었다.

테니스 룩을 겐조, 생 로랑 등 많은 브랜드가 다루었다. 

1973년 추동은 클래식조에도 변용의 예감이 들었고, 색은 어

두워진다. 포리스트 그린, 그레이, 베이지, 딥 블루, 마론 등 영

국조가 계속된다. 이 시즌에는 미야케 잇세이와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이 데뷔하였다. 

1974년 춘하의 패션 컬러는 페일 톤이 주체인데, 투명감이

있는 색이었다(Fig. 2). 1974년 추동도 색의 변화는 이어져 투

명감이 한층 강조되었다. 겨울에도 레드가 사용되고, 카키도 등

장하는 등 컬러 팔레트도 넓어진다. 스타일은 포클로어와 빅 실

루엣의 시대에 돌입한다. 

1975년은 빅 룩의 전성기였다. 4회째 참가하는 잇세이는 일

본 전통의 남염(藍染)과 단파목면(丹波木棉)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기모노복지를 응용하고, 겐조도 시골느낌이 나는 면으로

점프 슈트를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민족적인 색채는 그때

까지의 파리에는 없었던 새로운 색채로 이미, 파리 컬렉션에서

는 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전체적인 경향은 그레이쉬로,

이것은 춘하로부터 추동에 걸쳐 계속된다. 1975년 추동부터 발Fig. 2. ’74 S/S, Cloe. SOEN EYE 16, p.63.

Table 2. Fashion Trends of 1971-1975

구분 특징

사회환경 탈도시화, 여가의 증대, 레져사회의 형성, 비서구문명에의 

동경과 공감, 제1차 오일쇼크(1973), 노 브라, 스트리킹

패션 트렌드 밀라노 컬렉션 개시(1975), 판탈롱 전성, 수퍼 레이어드 룩, 

민속조패션, 언콘스트락티드(비구축적)스타일, 사파리 스

타일, 자연지향, 배기팬츠, 에스카르고 스커트, 스모크 스

타일, T셔츠, 피셔 맨 스웨터, 테니스 룩, 빅 룩

패션 컬러 내추럴 컬러

어스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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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노 가라바니(Valentino Garavani),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 및 티에리 뮈글레르(Thierry Mugler)가 참가한다(色,

1994). 

당시 겐조의 포클로어 스타일과 미야케 잇세이의 “천을 접

고, 개고, 두른다”고 하는 동양적인 디자인 컨셉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70년대 패션의 가장 강조할만한 특징의

하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의복의 단품화현상이고, 그

것을 조합시켜 입기위한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일반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오버 사이즈의 남녀 겸용, 프리 사이즈라고

하는 비서구의상의 조형감각이 세계 패션을 리드하였다는 점이

다.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2와

같다.

2.3. 민속조패션의 전성과 다크 컬러의 시기(1976~1980)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파리 패션은 쇠퇴하고, 일본인 디자이

너가 대활약하는 시기였다. 패션 컬러에 있어서는 섬머 다크 컬

러가 화제였다. 민속조패션도 계속 지지되고, 어스 컬러, 내추

럴 컬러는 정착했다. 새로운 경향으로서의 섬머 다크 컬러(여

름의 블랙을 대표로 하는 다크 컬러)가 T셔츠 등을 중심으로

대유행했다. 또, 콘페티(사육제때에 던지는 종이 부스러기) 컬

러와 로맨틱한 파스텔 컬러도 주목되었다.

1973년의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불황이 계속되었다. 유

럽, 특히 파리패션은 시대의 변화에 뒤지고, 아랍의 석유 졸부

를 상대로 오트쿠튀르가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당시 젊

은이였던 생 로랑과 카르댕 등의 실력자들도 오트쿠튀르의 한

계를 느끼고는 있었다. 그러나 미니, 진, T셔츠라고 하는 패션

에는 도저히 찬동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비서구적인 민속조

패션을 추수할 수도 없다고하는 상황이었다. 

1970년대의 패션디자인상의 큰 특징의 하나는 여름은 남국

(南國), 겨울은 북국(北國)이라는 식으로 지구상의 민속조패션

이 차례로 출현하여, 「월드 패션」의 양상을 띈 점이다. 민속

조패션의 특징은 프리 사이즈, 오버 사이즈, 거기에 일본의 기

모노 디자인의 개념으로서 주목된「평면의 미학」은  서구의

미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목되었다. 이러한 민속조

패션의 공통성은 실루엣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개념이 거의 존

재하지 않는 점이다. 거기에서 생겨난 착장표현이 단품의 레이

어드라고 하는 새로운 착장표현이었다. 오버 사이즈, 프리 사

이즈라고 하는 민속조패션에 특유한 의복의 구조가 이러한 새

로운 착장표현법을 낳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1978년경부터 세계의 패션 리더의 지위를 잃은 파리

를 중심으로한 서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파리의 패션계는 이

즈음부터 신세대의 디자이너가 등장하여, 유럽의 전통을 배경

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활약으로 다시 파리의 패션계를 주목시

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것은 민속조의「형 없음」으로

부터,「형(실루엣)의 부활」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특히,

클로드 몬타나(Fig. 3), 티에리 뮈글레르 등의 구축적인 조형

(와이드 쇼울더)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Fashion Color

Book, 1993). 

1976년 춘하에는 침착한 색조로부터 밝고 빛나는 색으로 반

전한다. 전 시즌부터, 일부 디자이너는 밝은 색으로 이행해갔다.

그것이 춘하에 널리 보급되어, 레드의 경우는 ‘제라늄 레드’,

핑크의 경우는 ‘아젤리아 핑크’라는 식이었다. 아프리칸 무드

가 강한 춘하에는 흑인 모델이 대활약하였다. 추동시즌부터 종

래의 빛나는 색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자연으로부터의 색을

더하였다. 그것은 포리스트 그린이거나, 베이지와 마론이고 그

레이였는데,「자연계의 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

중요하였다. 

1977년 춘하는 화이트, 뉴트럴과 같은 자연의 색이 나타났다.

추동은 가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스텔조가 많이 나타났다.

이 해의 키워드는「다양화」였다.  패션은 컬러도 스타일도 전

환기를 맞고 있었다. 또 자연의 색에「에콜로지 컬러(ecology

color)」라는 호칭이 부여되고, 사회문제에 모드가 동조하는 모

습을 보이게 된다. 추동에는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

가 데뷔한다. 

1978년 춘하는 <프렌치 펑크>와 <뉴 로맨틱스>가 출현하고,

점점, 사회현상과의 연동이 강해진다. 펑크의 색은 블랙이다. 몬

타나, 뮈글레르, 골티에라는 슈퍼 스타 예비군이 검은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몬타나 등은 “나치의 연상”으로 비난되었다. 한

편 <뉴 로맨틱스>는 샨탈 토마스(Chantal Thomass), 클로에의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와 장 루이 셰레(Jean Louis

Scherrer) 에서 보여진다. 색은 당연히, 파스텔 조이다. 추동에

는 검은 가죽 외에 타탄 체크가 부상한다. 트위드의 유행과 함

께, 영국조가 된다. 

모드의 흐름은 빠르다. 1979년에는 어스 컬러의 대극에 있는

일렉트릭 컬러가 등장하여, 구축적인 디자인을 지원한다. 한편

어깨가 넓은 역삼각형 실루엣이 만연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가 되자, 색도 스타일도 복잡하게 변화한다. 게임의Fig. 3. Claude Montana, 1978. 世界服飾史,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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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춘하에는「포스트 모던」이라고하는 개념이 미숙

한 채 모드계에 들어왔다. 블랙과 화이트를 대표로, 화이트와

딥 블루, 화이트와 그레이, 파스텔조와 블랙, 블랙과 화이트와

비비드 등 2~3색의 지배가 이 시즌 패션 컬러의 특징이었다.

추동은 여전히 쇼트와 롱도 나타나는 다양화속에 중세와 포클

로어, 에콜로지 등의 테마성이 가미되어, 한층 다양화된다. 색

은 블랙, 중성색의 베이지와 오프 화이트, 그린 외에 브론즈가

신색(新色)으로서 더해진다(色, 1994).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3과

같다.

2.4. 자포니즘 모드의 강세와 모노 톤의 시기(1981~1985)

신세대 디자이너들의 등장과 함께 일본인 디자이너들에 의

한「동풍(東風)」이새로운 패션을 촉발했다. 이 시기는 동양

의 신비, 모노 톤의 매력에 세계가 주목했다. 그 동안 파리 패

션은 1960년대 후반의 인공색(팝, 사이키), 1970년대의 내추럴

컬러, 어스 컬러로 여러 가지 색채체험을 해왔다. 그러나 1980

년대는 1982년에 가와쿠보 레이(川久保玲), 야마모토 요지(山本

耀司)가 발표한 블랙이 「재팬 블랙」이라고 불리우며 세계적

인 붐을 일으켜, 이후 블랙을 대표로 하는 모노 톤이 1980년대

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Fig. 4). 이후 10년 이상이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노 톤은, 새로운「스탠더드 컬러」라고도 말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사회적 배경을 보면,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패션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1970년대 후

반부터, 유럽의 디자이너들도 전후세대가 대두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패션이 유럽의 전통과 미의식을 베이스로 생겨나기 시

작하였다. 바로크조, 로코코조, 빅토리아조, 그위에 20년대~50

년대조 등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반복하여 등장한다. 1970년대

에 전성을 극한 민속조 패션도 1970년대 후반에는 퇴조되고,

그것에 대신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자 유럽적인 조형감각을 베

이스로 한 구축적인 디자인(어깨 패드를 넣은 와이드 쇼울더)

이 주류가 되었다. 어깨선으로부터 웨이스트 라인, 힙 라인과

실루엣의 강조점이 변화하고, 이러한 실루엣의 변화에 대응하

여 소재도 스트레치성이 있는 소재, 드레이프성이 추구되는 소

재 등으로 변화해갔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보수화경향이 강하고, 패션

도 유럽적인 전통지향이 침투해가는 중에, 82년에는 가와쿠보

레이와 야마모토 요지, 두 사람이 파리 패션계에 데뷔하였다.

이들의 컬렉션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형태가 없고, 색은 모노

톤” 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당시, 파리 패션계에 큰 충격을 주

었다. 그들의 패션은 구축과 비구축의 싸움, 동서문화의 싸움으

로까지 불리우며, 패션계에 새로운 창조력의 에너지가 되었다

(Fashion Color Book, 1993). 

1981년 춘하는 콘트라스트의 계절이었다. 구축적인 포름과

부드러운 실루엣이 공존하고, 시폰과 데님이 병행하며, 진즈가

컬렉션에 등장한다. 진즈의 컬렉션 등장은 스트리트로부터는

10년이나 늦게 등장하는 셈이었다. 다양한 옷들과 맞추어, 컬러

도 파스텔조로부터 네온 컬러, 다크 톤까지 다양하였다. 여기에

포클로어풍의 다색배합까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1981년 추동에는 겹쳐입는 「수퍼 레이어드」가 등장하고,

볼륨있는 스타일의 시대가 된다. 멀티 패브릭, 멀티 컬러의 시

대이기도 하다. 겐조와 기 폴랭(Guy Paulin)의 원색의 조합, 생

로랑과 포피 모레니(Popy Moreni)의 어두운 색과 선명한 색의

조합이 나타나는 한편, 영국조의 가라앉은 색과 에콜로지 컬러

도 존재했다. 

1982년은 구축적인 실루엣이 붕괴되고,「바로크」가 키워드

가 된다. 자수정과 에머럴드, 루비 등의 보석이 중요시되고, 아

르 데코풍의 선명한 색, 따뜻한 색이 추구되었다. 이것은 미래

파의 구축적인 모드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노스탤직한 기분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는 차세대 디자이너도 등장했다.

“제3차대전 후의 폐허 룩”이라는 소개를 받은「코므 드 갸르

송(comme des garçons)」의가와쿠보 레이와 무채색의 디자이

너 야마모토 요지이다. 가와쿠보 레이의 컬렉션은 확실히 블랙

이 많았지만, 브라운, 딥 블루외에 컬러플한 색도 조합되어, 흔

히 블랙 일색이었다고 회고되는 것과는 다르다.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활동한 1983년 춘하는 아트의 영향이

강한 시즌이었다. 재등장한 몬드리안과 미로의 모던 아트 컬러

를 포함한 밝은 색과 중성색이 지배적이었다. 그중에서도 생 로

Table 3. Fashion Trends of 1976~1980

구분 특징

사회환경 헬시지향(마라톤, 조깅 붐), 패션상품의 소비증대, 소비

의 다양화, 취미의 다양화, 제2차 오일쇼크(1979), 디스

코 붐, 워크맨 붐

패션 트렌드 스포티 캐쥬얼 패션, 로맨틱 판타지 패션, 크로스 오버

패션, 이지감각의 패션, 안티 쿠튀르(한장의 옷), 오버 사

이즈 룩, 탱크 탑 유행, 디콘트락테(무형의 옷), 구축적인

형의 부활, 펑크 패션, 푸어 패션, 벌룬 실루엣, 와이드

숄더, 레트로 지향(40-50년대조)

패션 컬러 내추럴 컬러, 트리코롤, 파스텔 컬러, 섬머 다크 컬러

Fig. 4. Black dress, Kawakubo Rei, 1983. 世界服飾史,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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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타히티와 카리브감각의 극채색으로 두드러졌다. 추동은 다

시, 포름의 추구가 행하여져, 어깨에는 패드가 들어가 직각이

되었다. 색은 클린한 것, 벨 에포크의 레드와 블랙, 그레이 등,

광물과 금속의 색이「인더스트리」의의미를 띄고 나타났다. 

1984년 춘하, 블랙의 시대는 끝났다. 주역은 순백으로부터 에

크류(ecru)까지의 화이트의 바리에이션이었다. 그러나 블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어, 에르베 레제(Hervé Léger)가

디자인한 샤넬과 장 루이 셰레에서는 블랙과 화이트가 선보여

졌다. 화이트 외에는 쇼킹 핑크와 그 반대색인 녹색도 나타났

다. 파스텔은 크리미조가 되고, 스카이 블루, 베이지, 화이트 등

은 「수채화 톤」으로서묶여졌다. 여름의 다크 컬러의 그룹에

는 테라코타, 레드 카퍼가 포함된다. 

1984년 추동도 블랙이 후퇴, 멀티 컬러의 양상을 띈다. 쵸콜

렛, 보르도, 딥 블루가 눈에 띄는데, 비비드 톤도 부활한다. 

1985년은 1960~197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을 회고한다. 캔디

컬러와 같은 팝조의 컬러가 더해져, 빛나는 소재의 차가운 광

휘도 중요하게 된다. 추동에는 블랙이 서서히 부활한다(色,

1994).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4와

같다.

2.5. 클래식 패션과 클래식 컬러의 시기 (1986~1990)

이 시기를 표현하면, 백 투 클래식. 즉, 서구 역사로부터 과

거의 아이디어의 발굴작업이 계속되었다.

클래식한 다크 컬러를 기본으로 하는 모노 톤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컬러의 프로모션에 의해, 패션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움

직임이 패션업계에 차례로 일어났다. 이처럼 모노 톤의 인기는

쇠하지않았고, 여기에 클래식과 베이식 노선의 다크 컬러가 더

해졌고, 봄의 페일 컬러와 윈터 파스텔도 새로운 베이식 컬러

에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적 경향이

강하였고, 전위적인 제안은 감소해갔다. 디자이너들의 제안도

현실적인 경향이 강해져, 점차 천을 찢거나 파괴한다고 하는 실

험적인 시도는 소멸해갔다. 소비자도 또 너무나 단기간에 변화

해가는 패션에 식상하여, 과장된 디자인보다는 도리어 베이식

하고 심플한 패션을 지지하는 층이 넓어져갔다. 그러나 1978년

경부터 시작된「형의 부활」은 계속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

이기 시작했다. 어깨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꼭 10년

이 경과한 1987년경에는, 화가 모딜리아니가 그린 여성상과 같

이 축 쳐진 어깨의 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즈음

부터 신합섬이 등장하여, “얇고, 가볍고, 드레이프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소재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시기 디자인의 아이디어 소스는 유럽의 전통지향의 레트

로조가 강하고, 바로크, 로코코는 물론이고, 중세, 그리스,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가운데, 코므 드 갸르송의

작품은「언 이븐」, 「불균형의 미」로서,  그 독자적인 표현이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파리의 디자이너 중에서는 특

히, 장 폴 골티에의 장난스런 작풍이 밝고 신선한 매력으로서

지지되었다. 골티에류의 코디네이트(레이어드)의 묘(妙)는 그 후

의 착장표현에도 새로운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지구환경의 문제와 야생동물의 보호

운동 등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해, 서서히 에콜로지가

패션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동물애

호의 관점으로부터 페이크 퍼와 인공피혁 등의 인공소재가 주

목되었다. 또, 에콜로지의 테마는 유행색 등 패션 컬러의 컨셉

메이킹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후의 새로운 패션의 기

본색(베이식 컬러)으로서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갔다(Fashion

Color Book, 1993). 

1986년은 보디를 재발견한 해이다. 디오르의 뉴 룩의 재현이

행해졌다. 동시에 퓨어한 모드는 소멸하고, 파스텔과 금의 액세

서리가 전면에 나타난다. 또, 하이테크 소재도 주목을 모은다.

에나멜과 비닐의 빛나는 소재도 주목 되는데, 중요한 색은 그

린과 그레이였다. 

1987년 추동시즌에는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가 쿠튀리에로서 독립하여, 60점의 컬렉션으로 데뷔한 기념할

시즌이다. 1970년대에 들어 프레타포르테만이 발전해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라크루아의 출현으로 오트쿠튀르가 새로이

부각된다. 튤립 라인의 미니, 깃털장식, 새틴의 광휘로 쿠튀르

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1988년 춘하는 라크루아에 자극받아, 마리 앙트와네트 스타

일이 등장하고, 색채도 갑자기 화려해진다. 애시드 컬러(acid

color)의 탄생이다. 파스텔조는 섬세하게 되고, 팝 컬러도 범람

하였다. 또한 블랙 앤드 화이트의 옵티컬 프린트조차도 갖추어

져 색을 찬미하게 된다. 

1988년 추동이 되자, 구축적인 모드와 수퍼 레이어드의 영향

도 약해져, 동시대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스타일인 보디 컨셔스

(body conscious)를 기본으로, 기능적으로 과장이 없는 옷의 스

타일이 정착해 간다. 뮈글레르의 쇼 비즈니스 수단으로서의 축

제 쇼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몬타나가 1960년대 초의 카르댕

못지않는 커팅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1989년 춘하는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에 취하여, 삼색기의

색인 트리코롤(tricolore)이 범람하는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잇

세이의 플리츠, 가와쿠보 레이의 시폰의 다중겹침 외에, 일반적

으로 비치는 소재가 재등장하는 등, 중요한 사건도 많았다. 색

Table 4. Fashion Trends of 1981~1985

구분 특징

사회환경 감성마켓의 탄생, 패션산업의 급성장, TV게임, 로스앤젤

레스 올림픽, 에이즈의 사회문제, 도쿄 컬렉션 개시(1985),

대중의 시대로부터 개인의 시대로, 소비의 고급화(브랜

드 패션 전성기)

패션 트렌드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활약, 포스트 모던, 구축적인 라인

과 비구축적인 라인의 대립, 안드로지너스, 이지 엘레강

스, 포클로어, 바로크조, 로코코조, 로맨틱, 클래식, 진즈

패션 컬러 내추럴 컬러, 모노 톤, 멀티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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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뮈글레르의 바다의 색이 강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는 뤽 베

송의 영화「그랑 블루」의 영향이었다.

1989년 추동은 남성적인 스타일이 강해진 시즌임과 동시에

사이키델릭한 색도 많았다. 마르티느 시트본(Martine Sitbon)과

코므 드 갸르송의 메탈릭의 빛나는 라메가 있는 한편, 로메오

질리(Romeo Gigli)의 비잔틴양식의 광휘도 더하여져,「빛」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Fig. 5).

1990년대는 모드를 둘러싼 상황이 변한다. 디자이너를 스타

로 다루는 소비자이지만, 떠날 때는 냉담했다. 1980년대 내내

유효했던 모드라고 하는 기호의 유희를 지지한 룰, 즉, 매회의

트렌드 설정의 무의미조차도 알려지게 되었고, 트렌드의 가치

도 변했다. 

따라서 1990년 춘하는 화이트와 에콜로지 컬러가 전성을 이

루고, 은색도 눈에 띄는 시즌이 된다. 몬타나는 독자적인 색구

성을 결정하여, 색다른 작품을 발표하였고, 1990년 춘하 오트

쿠튀르부터는 오래된 점포인「랑방(Lanvin)」의 주임 디자이

너를 겸하게 된다. 뮈글레르는 팝 노선을 진행하고, 골티에는

보디 슈트를 확립한다. 코므 드 갸르송은 컬러플하고, 헬무트

랑(Helmut Lang)의 무기적인 소재는 「스탠더드」가  된다. 다

른 것과 공통되지 않은 점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포스트 모던

한 상황이, 룰의 소실 중에 진행되었다(色, 1994).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5와

같다.

2.6. 에콜로지 지향의 패션과 에콜로지 컬러의 시기(1991~

1995)

패션은 늘 새로운 시대로의 대응과 제안이 추구된다. 1990년

대에 들어서자, 산업기술의 발전도 종래로부터의 대량생산, 대

량소비라고 하는 규모의 확대로부터 방향전환을 하지않을 수가

없었다. 수십년 후에는 고갈될 위험에 처한 지구자원, 지구환경

의 보전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과학기술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헌

해 갈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인간은 한 장의 소재를 신체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환경변화(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대응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와 유해한 전자

파 등에의 적응이 한 장의 소재에서 가능하게 된다면, 인간의

육체는 보다 자유롭게 개방될지도 모른다. 

화제의「텐셀」 등의 소재는 에콜로지와 리사이클에의 대응

소재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개발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

고,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의 가능성을 넓혀가게 될 것

이다(Fashion Color Book, 1993).

이 시기는 대량소비와 단(單) 사이클 패션으로부터, 새로운

패션 컨셉의 제안으로 에콜로지 컬러가 대두하였다. 이미 1980

년대 후반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의 보호 등, 에콜로지

에 관계되는 컨셉과 테마가 화제가 되었다. 패션소재에 페이크

퍼가 사용되거나, 컬러 스토리도 에콜로지를 테마로 한 제안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전원풍경, 하늘, 바다, 꽃밭 등이다. 그

러므로 컬러도 흙과 모래, 나무와 열매와 우모(羽毛)의 색 등과

같은 베이지계, 브라운계가 에콜로지 컬러의 대표색이 되었다.

1991년 춘하는 내추럴한 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마(麻)의

에크류와 베이지에 딥 블루와 화이트라고 하는, 여름에 늘 나

타나는 색에 블랙이 더해진다. 화이트는 늘 단독으로도 존재감

이 큰 색이다. 이에 더하여진 색에는 브라운, 오렌지, 옐로우,

레드 등과 같은 에스닉 컬러가 있는가하면, 쿠튀르계의 메종에

서 보여지는 선명한 브라이트 컬러도 있다. 

추동의 색은 1992년 추동이야말로 블랙이 뉴 컬러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레이와 딥 블루, 화이트도 많이 사용되었

다. 브라운계는 밝은 마론이 많았고, 그린계는 어두운 보틀 그

린 혹은 밝은 그린이 되는 일도 있었다. 어소트 컬러는 레드,

블루, 오렌지, 보르도와 소량의 옐로우, 퍼플 등이었다. 이것들

의 배색방법은 계절보다도 개성의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이 때

문에 파스텔과 사이키델릭한 색 사용도 부정할 수는 없다. 게

다가 쿠튀르계, 전통적인 아방가르드계, 그런지계 등의 그룹별

로 보아도 컬러는 상당히 다르다.

1993년 춘하는 1970년대의 영 패션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히피 룩이 뉴 히피(new hippies)로서 부상하였다. 뉴 히피의 전

형적인 아이템은 벨 보텀 팬츠, 롱 베스트, 맥시 코트, 레이어

드 룩 등이다. 한편, 카사린 함넷(Katharine Hamnett)과 헬무트

랑의 스킨 컨셔스와 미니멀리즘도 주목되었다. 컬러에서는 순

Table 5. Fashion Trends of 1986~1990

특징

사회환경 서울 올림픽(1988), 일본 버블의 정점, 가라오케 붐, 동서

독 통일(1990), 이란·이라크전 정전, 중국의 천안문 사

건, 수입 브랜드 전성

패션 트렌드 신합섬개발 붐, 미니멀리즘, 캐쥬얼 패션, 미니의 재등장,

보디 컨셔스(아제딘 알라이아), 마돈나 패션(장 폴 골티

에), UV 커트 화장품 

패션 컬러 모노톤 붐 약세, 에콜로지 컬러, 클래식 컬러, 애시드 컬러

Fig. 5. ’89~’90 F/W, Romeo Gigli. Fashion Key Word,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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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純色)과 다색(多色)사용이 많이 나타났다(千村, 1980).

1994년 추동 파리 컬렉션은 「그런지」와 「리사이클」등의

열이 식고, 디자이너의 명성에 걸맞는 옷만들기가 다시 주류가

되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월드 패션」이 라크루

아, 페레(Gianfranco Ferré)가 디자인한 디오르, 웅가로 등의 쿠

튀르계와 야마모토 요지(Fig. 6), 겐조, 골티에의 프레타포르테

계의 양면에서 보여졌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색은 에크류, 브라운, 보르도의 자연

계, 트위드의 멜랑주(mélange) 컬러, 플라노의 그레이, 니트의

샴브레 컬러, 벨벳의 레드와 블랙, 수병 코트의 딥 블루 등의

컬러는 최근의 경향과도 통한다. 은색이 캐쥬얼한 장면에 눈에

띈다. 중국풍의 프린트와 자카드가 많은 것이 월드 패션의 특

징이었다. 그리고 월드 패션을 벗어버리고, 다음의 컬러 팔레트

를 채용한 것이 1995년 춘하이다(色, 1994). 

이 수 시즌간, 색의 설정에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1995년 춘하가 되어서였다. 오랫만에 쿠

튀르적인 단순한 아름다운 색이, 노스탤직한 꽃무늬 프린트와

함께 돌아온 것이다. 1995년은 뉴 레트로조(調)로 50년대의 룩

이 재해석되고, 일본인 디자이너들에 의한 상 쿠튀르(양복이탈)

계열이 주목을 끌었다(千村, 1980).

이 시기의 사회환경,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는 Table 6과

같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66년부터 1995년까지, 최근 30년간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흐름을 5년간씩 6시기로 나누어 고찰하

였고, 그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각 시기별 주요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특징은 Table

7과 같다.

2. 실용성 지향의 패션과 자연색 전개의 특징이 나타난다. 

1985년 오일 쇼크 이래 소비는 미덕이 아니라고 말하여지게

되었다. 세계적인 에너지문제가 제기되자, 신변의 물건을 소중

히 여기는 경향이 강해져, 유행색의 트렌드에는 인공적인 것이

나 가공한 것보다는 자연색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패션 컬

러도 소위 브라운과 베이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스 컬러를 중

심으로 전개해갔다. 동시에 중요한 전환이 오일쇼크를 경계로

서 나타났다. 즉, 물건의 변화와 자극의 증대에 브레이크가 걸

려, 실용성이 재인식되었다. 

3. 어메니티 지향의 패션과 마일드 컬러 전개의 특징이 나타

난다.

생활의 풍요로움이란 물건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도 크

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적인 쾌적함, 즉, ‘어메니티’를 추구하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어메니티란, 눈에 너무 드러나는 것을

부정하고,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길거나, 너무 강

한 극단적인 것을 배제해가는데, 여기에서 마일드감이 생겨난

다. 

즉 자극적인 것, 엽기적인 것은 신변에 두고 싶지가 않은 마

일드 이미지가 뿌리를 내려간다. 이러한 마일드 감각을 나타내

는 용어으로서는 클린, 쿨, 클리어, 라이트, 소프트라고 하는 형

용사를 들 수가 있다. 따라서 패션 컬러의 트렌드에도 이러한

형용사가 소중하게 되었고, 마일드 컬러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

가 많았다.

4. 패션이 감성지향적인 면으로 변함에 따라, 색채효과에도

변화가 있어, 패션 컬러는 사인효과로부터 심볼효과로 변화되

었다.

색채가 가진 효과에는 사인효과와 심볼효과로 나눌 수가 있

다. 사인효과란 색의 보임에 따라 물건을 구별하는 역할이고,

심볼효과란 색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에 의한 정서를 자아

내는 색채이미지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의 패션 컬러의 움직임

Table 6. Fashion Trends of 1991~1995

구분 특징

사회환경 구 소련 소멸(1991), 페르시아만 전쟁(1991), EC시장 통합

시작(1993), 바르셀로나 올림픽, 미국 클린턴 정권 탄생, 디

스카운트 숍 인기, 환경의식의 강화(에콜로지 지향)

패션 트렌드 네오 히피 패션, 그런지 패션, 밴디지 패션, 신합섬의 인기, 

롱 실루엣의 부활, 에콜로지소재 주목(텐셀), 레트로조 패

션(60-70년대)

패션 컬러 에콜로지 컬러, 내추럴 컬러, 모노 톤, 멀티 컬러

Table 7. 시기별 패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특징

연도 패션 트렌드 패션 컬러

1966-1970 패션의 혁명 인공색

1971-1975 비서구의상의 조형감각 자연색

1976-1980 민속조패션 다크 컬러

1981-1985 자포니즘 모드 모노 톤

1986-1990 클래식 패션 클래식 컬러

1991-1995 에콜로지 지향의 패션 에콜로지 컬러

Fig. 6. ’94-’95 F/W, Yoji Yamamoto. Japonism in Fashion Tokyo,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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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정보의 발신, 수신의 양방에 있어서, 점차 물건으로부

터 인간의 감성을 축으로 변화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보

과다속에서는 물건자체의 정보보다, 마음의 정보가 중요시 되

었다. 이처럼 심볼효과로서의 마음의 표출을 패션에서 구하고,

패션 컬러에서도 추구하게 된 것은 상술한 제1차 오일쇼크 이

후의 실용성 지향, 어메니티 지향으로 이행한 것과도 관련이 있

다. 이 심볼 컬러로서 추구되어진 것이 어스 컬러이다. 또, 표

면적인 색채를 사인으로서 다루기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의 표출,

심볼로서의 색채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행해갔다. 이처럼 물

건 위주로부터, 인간의 마음 위주로 가치관이 변화해감에 따라

유행색의 정보도 크게 변화해간다. 즉, 최근의 패션 컬러는 발

신된 정보도 소비자 지향에 맞추어 변화하고, 색채효과도 사인

효과로부터 심볼효과로 기축을 바꾸었다.

5.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활약에 의한 자포니즘 모드와 모노

톤이 패션의 스탠더드 컬러가 되었다. 

모노 톤중에서도 특히 블랙의 유행이 괄목할 만하다. 또한,

블랙은 컬러 이미지가 기존의 마이너스 이미지로부터, 플러스

이미지로 변하여 나타나는 것을 유의해 볼 수가 있다. 일본내

의 조사이긴 하지만 DATAVIEW의 블랙의 컬러 이미지 조사

를 보면, 포멀 이미지가 37%로 블랙의 마이너스 이미지였던

장례식 이미지 25%를 능가하여, 블랙의 기존의 이미지에 변화

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포멀 이미지란 ‘고급스런,

세련된, 멋진, 격조있는’이라고 하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강하게

표현된 의미이다(Dataview, 1982).

색채의 효과 중, 사인효과로서의 블랙은 1980년대말까지도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심볼효과로서의 블랙은 이전과

는 달라지게 되었다. 색채상징으로서의 컬러 이미지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정하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블랙의 이미지

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과거 죽음과 불행한 색의 심볼이었던 블

랙에 대해, 마이너스 이미지보다는 도회적, 격조있는, 세련된,

멋진, 고급스런 등의 플러스 이미지의 심볼로서의 블랙을 느끼

고 있다. 이처럼 블랙은 기존의 마이너스 이미지로부터 플러스

이미지로 변했기 때문에, 기호색, 혹은 조화되기 쉬운 색으로서,

패션 컬러에서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현대의 블랙에 대한 이

미지의 변화는 마이너스로부터 플러스로 180도 전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6년부터 1995년까지의 최근 30년간의 패

션 트렌드와 패션 컬러의 추이를 고찰하였고, 금후 후속연구로

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최근 10년간의 패션 트렌드와 패

션 컬러의 추이를 고찰하여 경년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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