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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rep-hop fashion, which is an original look creat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hip-hop and preppy look, and identify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rep-hop fashion. The style mixes the fashion of what was traditionally a lower-class look with 
the upper class. The desig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p-hop fashion expresses 
slim, casual and sophisticated look with items and silhouettes. The items are categorized into jack-
ets, shirts and pants. The prep-hop jackets provides a casual look to its wearer unlike the jackets 
of preppy or conservative looks. Slim suits show different meanings and feature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the time and culture despite the continued use of the items. Second, the colors of 
the prep-hop fashion include overall basic colors used in the preppy look and hip-hop fashion. 
The aesthetic values of the colors express pleasant color images different from the conservative 
and resistant images expressed in the preppy and hip-hop style before the convergence, 
respectively. Third, the materials and patterns are expressed in a unique way to fulfill the emo-
tional needs that are considered vital to contemporary fashion. The materials in the prep-hop 
fashion extend the ranges of usage by using the materials with unexpectedness broken out of 
general range of usage. While the use of the patterns is one of the methods to demonstrate that 
the prep-hop fashion is created by the convergence between hip-hop fashion and preppy look, 
the meaning concludes pleasantness and casualness different from the past. Fourth, the prep-hop 
fashion is mainly composed of hip-hop fashion accessories, which express the authenticity of the 
hip-hop fashion to protect the non-mainstream characteristic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rep-hop fashion pursue the individuality of the contemporary fashion, which lacks originality 
due to commerci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 prep-hop fashion, as a new form that com-
bined contrasting genres and trends, is expected to develop more public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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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현대 사회의 혼성적 문화 현상은 사회․문

화의 다원화를 발생시키고 계층과 문화의 구별을 모

호하게 한다. 이는 새로운 것의 창조를 야기하고, 융

합과 같은 양식 속에서 영역 고유의 특성은 다각적

성격으로 새롭게 나타난다. 패션에서의 융합은 이분

법적 사고가 아닌 열린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패

션 문화를 공유하고 받아들여 고정관념에서 탈피하

고 새로운 장르의 생성을 이루는 것으로 21세기 패

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자 트렌드이다. 이는 패션의

전개에 있어서 무한한 장르와 트렌드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의미의 이미지 창출을 이룬다. 제한 없는 상

상력의 표현은 무거운 의미보다는 즐거움과 유희를

추구한다.

이러한 대표적 문화 현상으로 힙합이 있다. 비주

류의 하위문화로부터 형성된 힙합은 현재 미국 내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 American)들만의 전유

문화가 아니며, 다양한 인종을 수용하는 글로벌 문화

로 성장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힙합은

지배적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일탈

된 현상으로 생성되고 나타났으며, 이것들을 직접적

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스타일 속에서 간접

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Kim, 2010). 2000

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서 힙합 패션(hip-hop fash-

ion)은 사회적 위치나 저항을 표현하는 일부 계층의

상징적 스타일이 아닌 대중 패션 트렌드로서의 역할

을 가진다.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힙합

연구를 위한 산하 기록 연구소(Hip hop Archive and

Research Institute)는 2013년 7월 힙합 뮤지션 나스

(Nas)의 이름을 딴 ‘나스 존스 힙합 장학금(Nasir

Jones Hiphop Fellowship)’을 신설하고 힙합 관련 분

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아티스트들에게 장학금을 지

원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힙

합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학술적 위상과 관

계가 있다.

최근 프리프합 패션(prep-hop fashion)이라는 신

조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타일이 트렌드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 하위문화 패션인 힙합 패

션과 과거 클래식 백인 상위문화로 대표되는 프레피

룩(preppy look)과의 결합이다. 프레피 룩과 힙합 패

션은 최근 패션 경향 중 가장 특징적인 스타일로 이

는 현 시대의 패션 트렌드인 스타일 융합을 통해 프

리프합 패션으로 발전하였고(prep hop, 2011) 대중적

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프리프합 패션은 융․복합을 통해 발생하는 현대

패션과 힙합 패션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이는 양극에 위치하는 하위

문화와 상위문화가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패션 현

상으로 기존의 힙합 패션과 프레피룩의 특성이 연속

성을 가지고 공존함과 동시에 패션 유행의 불연속성

도 발견된다. 최근 각기 다른 장르의 문화들이 융합

현상을 통해 과거의 시․공간적 경계를 일탈하고 새

로운 장르를 생성하는 현실에서 패션에서의 융합 현

상은 다원화된 미의 생성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상

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프리프합 패션에 대한

연구는 다각화 되는 현대 패션과 글로벌 힙합문화

속에서 미래 패션의 추이를 예측하고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힙합 패션과 프레피 룩의

특성이 융합되어 새롭게 발생한 프리프합 패션의 분

석과 프리프합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룩’의 용어에 있어서 두 가

지의 용어를 상통하는 하나의 의미로 보았으며 연구

의 범위는 남성복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범위를 남성

복으로 한정한 이유는 첫째, 힙합 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힙합 패션의 변화는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를 수용하였기 때

문이며 둘째, 이로 인해 대부분 미국의 힙합 패션 브

랜드들이 남성복에 치우쳐 발전되었고, 여성복의 경

우 남성복의 서브 브랜드로 발전되어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여성 전문 힙합 브랜드의 수가 많지 않

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과 저술, 미국

의 시사지, 패션 관련 사이트, 힙합과 프레피 룩 관

련 사이트 등을 이용한 시각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힙합패션과 프레피

룩의 디자인 특성을 함께 보이는 프리프합 패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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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분석기준으로 하여 총 1,852

장의 시각적 자료를 2013년 10월 1일~2014년 4월

10일 동안 수집하였다. 수집된 시각적 자료들은 타당

성 검증을 위하여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7인으로 구

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각적 자료 검증을

실시하였다(2014년 4월 22일~2014년 4월 27일). 본

연구의 목적과 시각적 자료 선택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분석 훈련을 시행한 뒤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였

으며 설문 결과, 50% 이상의 선택을 받은 시각적 자

료는 총 1,394장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범위는 미국의 대표 힙합전문 매거진

XXL, COMPLEX와 국내외 대표 패션 전문 웹사이

트인 WGSN, 스타일사이트, 삼성디자인넷, 퍼스트뷰

코리아 등을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8년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리프합 패션이 유행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시간적

제약과 함께 하위문화로서 힙합 패션의 특성상 문헌

보다는 프리프합 패션을 추구하는 미국의 힙합 패션

브랜드와 컬렉션 위주로 수집되었으며, 10deep, Marc

Ecko cut & sew, Benjamin Bixby, Mark McNairy,

Billionaire Boys Club을 포함하는 총 31개 브랜드의

룩 북 혹은 상품의 카다로그(catalogue), 컬렉션의

시각 자료를 수집하였다.

Ⅱ. 프리프합 패션
패션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전망은 어떠한

패션이 퇴보하고, 다른 어떠한 새로운 패션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패션의 소멸과 탄생

이 변화하는 양상은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비롯되며,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패션 마켓의 영향력이 크

다. 최근 세계적 문화 추세인 융․복합 현상과 맞물

려 다양한 패션 양식들이 여러 다른 문화들과의 접

목을 보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패션들 간의 접목을 통해 새

로운 양식을 표출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힙합은 여러 다른 문

화들과의 접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속

에서 프레피 룩과의 융합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장르

로 프리프합 패션이 있으며, 시․공간, 사회 문화 및

다양한 요소들 간의 융합이 발생하여 새로운 것을

발생시키는 현대 패션의 특성을 표현한다. 힙합패션

과 프레피 룩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장르인

프리프합 패션은 최근 패션 경향 중 가장 특징적인

장르로서 힙합 패션에 그 근원을 둔다.<Table 1>

힙합 패션에서 크고 헐렁한 의복은 힙합 패션의

아이콘과 같은 개념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슬림머

실루엣(slimmer silhouette)으로의 변화를 시작하였

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대학의 패션학과 교

수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앤드류(Andrew Groves)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힙합 패션 속에서 사람들

은 배기팬츠를 입는 것을 멈추었다고 피력하며, 힙합

의 이미지로 굳혀진 크고 헐렁한 힙합 의류가 퇴보

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Patrick, 2007). 이러한 현상

은 힙합 패션의 소비자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국

한되지 않고 다양화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과 문화

로부터 동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칸 아

메리칸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백인들

과 동등한 사회적 소속을 가지게 되었고,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와 같은 아이템을 착용하고 백인들

의 패션 트렌드를 접하면서 힙합 패션의 실루엣은

슬림해지기 시작하였다.

힙합 패션에 프레피 룩이 결합한 새로운 패션 장

르인 프리프합 패션은 고급스럽고 엘리트와 같은 분

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의상을 이

용한 신분 상승의 기대와 일반적으로 지적임과는 상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백인-지적, 아프리칸 아메리칸-육체적이

라는 개념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Kwon, 2001). 그러나 프리프합 패션이 단순히 흑인

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상향문화지향 성격에서 비롯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반대로 힙합 문화를 선

호하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의복 형식에 하위문화인

힙합 문화를 차용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 힙합

과 프레피 룩처럼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벌어지

는 논 에이지 컬쳐(non-age culture)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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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리프합 패션이 단순히 트렌드를 통한 융합

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이는 산업적인 측면의

변화도 수용한 것이다. 힙합 뮤지션이나 아프리칸 아

메리칸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많은 정통 힙합 브랜

드들은 산업 메카니즘 속에서 백인 중심의 거대 패

션 그룹으로 인수 혹은 합병되어졌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의 본질적인 성격들이 많이 대중화 되어진 점

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정통 아

메리칸 기업인 리즈 클라이본(Liz Claiborne)<Fig. 1>

이 서부의 가장 큰 힙합 브랜드인 에니체(Enyce)

<Fig. 2>를 인수한 것을 들 수 있다(Greenberg, 2007).

2000년대 초반까지 에니체는 정통 힙합 패션을 대표

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오버사이즈 핏의 정통 스트

리트 웨어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리즈 클라이본과의

합병 후 ‘리즈 블랙(Liz Black)’이라는 닉네임을 가지

며 백인 캐주얼과 스트리트 웨어와의 혼합적인 스타

일로 변화하였다<Fig. 3>. 이는 시장원리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문화 양식의 급속한 파급과 크로스 오버

(cross-over) 현상으로 나타난 대중문화의 저변확대

와 하위문화로의 관심, 장르간의 융합과 해체(Lee,

2002) 등을 통한 대중들의 성향 변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과거 의복을 통한 신분의 위치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이며, 상류층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

호를 표현하였던 프레피 룩은 현대 패션에서 더 이

상 상류사회 전유물인 유니폼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

진 않는다. 이모(emo), 고스(goth), 펑크(punk)와 같

은 시대의 수용적인 패션 카테고리에 속하며, 1980년

대 이후 상징적 유니폼과 같았던 프레피 룩은 단순

한 의복으로 변모하였다(Wallace, 2005).

프리프합 패션은 발생 초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

고 있는 힙합 뮤지션들의 착장 패션으로 더욱 대중

화되었다. 힙합의 장르 중에서도 하위 장르로 인식되

는 갱스터 힙합을 추구하는 뮤지션의 부류보다는 주

류의 성향을 띄는 R&B 힙합 뮤지션들을 통하여 프

리프합 패션은 착장되었고, 전반적으로 슬림해진 실

루엣의 변화와 함께 이전보다 덜 헐렁한 핏의 청바

지와 작은 티셔츠, 스웨터 혹은 버튼다운 셔츠로 나

타난다(prep-hop in Urbandictionary, n.d.). 이것은

슬림머 핏(slimmer fit) 시작의 부분이며 슬림머 핏

은 급속도로 많은 힙합 패션에 영향력을 미쳤다

(prep-hop in Wikipedia, n.d.).

대중들의 힙합 패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뮤

지션 제이 지(Jay Z)는 2006년 말 발매된 자신의 ‘킹

덤 컴(Kingdom Come)’ 앨범에 수록된 음악 ’30

Something‘의 가사에서 힙합 패션의 방향 전환을 보

Hip-hop Fashion Preppy Look Prep-hop Fashion

Hip-hop fashion

(Tha dogg pound tour, n.d.)

+

Preppy look

(Preppy: cultivating ivy style,

2011, November)

=

Prep-hop fashion,

Tommy Hilfiger, S/S 2011

(Stylesight, n.d.-a)

Hip-hop fashion from

subculture

Traditional fashion from

overculture

A new genre created by convergence

between hip-hop fashion and preppy

look

<Table 1> Origination of Prep-hop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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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예전엔 나는 나의 새기 팬츠를 입었었지-

하지만 나는 이젠 어른이야.(I used to let my pants

sag, not givin' a(속어). Baby boy now I'm all

grown up)‘와 같은 랩의 가사는 힙합 패션의 슬림한

수트에 대한 제이 지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2003

년 발표한 ‘블랙 앨범(The Black Album)’의 랩에서

도 제이 지는 ‘그리고 나는 저지를 입지 않아. 나는

나이 30이 넘었어.(And I don't wear jerseys, I'm

30-plus.)’, ‘나에게 산뜻한 패션 진을 줘.(Give me a

crisp pair of jeans)’라는 랩으로 힙합 패션이 기존의

크고 헐렁한 스포츠 힙합 웨어를 탈피하고 슬림한

스타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Eligon, 2005). 2000년대 이후 힙합 뮤지션인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Fig. 4>, 제이 지(Jay Z), 나시

르 존스(Nasir Johns), 션 콤브스(Sean Combs, Sean

John), 커먼(Common), 뉴 보이즈(New Boyz), 루페

피아스코(Lupe Fiasco)와 패럴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Fig. 5>, 안드레 3000(Andre 3000)<Fig.

6>, 릴 웨인(Lil Wayne), 타이가(Tyga) 등 힙합 뮤

지션들은 슬림 핏 패션의 영향을 받은 프리프합 패

<Fig. 1>

Liz Claiborne, 2003

(Google, n.d.)

<Fig. 2>

Enyce, 1990s

(Tripod, n.d.)

<Fig. 3>

Enyce, 2012

(Jhanelle Castillo &

Scott Buker for enyce

spring, 2012, December)

<Fig. 4>

Kanye West

(Pinterest, n.d.)

<Fig. 5>

Pharrell Williams

(My outfit: inspired by

Pharrell Williams, 2010,

March)

<Fig. 6>

Andre 3000

(What André 3000

can teach men about

taking fashion risks,

2013,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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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생성과 대중화를 이루어내었다.

프리프합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힙합 뮤지션들은

패션 변화의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패럴 윌리엄스는

음악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지만 유행을 이끄는 스

타일리스트로서 힙합 의류브랜드 ‘베이프(Bape)’의

CEO인 니고(Nigo)와 함께 프리프합 브랜드 ‘BBC’를

출시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다. 힙합 뮤지션이

자 프로듀서인 카니예 웨스트는 하이 앤드 브랜드인

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인턴으로써 패션을 공부

하기 위해 잠정적인 음악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

였다. 2000년대 이후 힙합 뮤지션들은 음악과 패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하고 있다(Kang &

Lee, 2010).

이러한 프리프합 패션은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융합을 통해 발생한 스타일로 대중음악 뮤지션들을

통해 발전하고 대중화되었으며, 단순한 스타일의 발

생이 아닌 패션을 통해 문화를 접하고 즐거움을 얻

는 트렌드의 역할을 제공한다. 단순히 힙합패션과 프

레피 룩의 공통적 성향으로만 구성된 장르가 아닌,

상반되는 두 문화가 융합되어 발생한 프리프합 패션

은 패션 트렌드의 연속성을 가지는 공통적 성향과

함께 패션의 불연속성의 새로운 독자성을 가지고 존

재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복합문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Ⅲ. 프리프합 패션의 디자인 특성
상․하위문화의 융합을 통해 각 문화 간 대립체계

가 붕괴되고, 상반되는 문화적 요소들이 절충되어 새

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원래의 특성이 모호해지거

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프리프합 패션 특성은

힙합 패션과 프레피 룩이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특성은 연속성을 보이나, 다른 특성들은 비슷한

이미지 속에서 의미를 상실, 혹은 특성이 소실되는

불연속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프합 패

션의 디자인 특성을 아이템과 실루엣, 컬러, 소재와

문양, 액세서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아이템과 실루엣
프리프합 패션의 아이템은 크게 분류하여 재킷, 셔

츠, 팬츠 등으로 구분되며, 프레피 룩 및 힙합 패션의

아이템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타난다. 재

킷의 경우 아이템의 특성상 힙합 패션의 구성적인 특

성보다는 프레피 룩의 형태적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

지만, 프레피 룩의 고전적이고 클래식함보다는 힙합

패션의 자유롭고 탈일상적인 이미지가 캐주얼한 형식

으로 내재되어 있다. 프레피 룩의 구성적 형태를 보

여주는 재킷은 지속성을 가지고 프리프합 패션에서

나타난다. 이는 보수적 미국의 프레피룩에 세련미를

더한 정통성으로 표현되며, 짧은 길이, 타이트한 핏,

손목 길이의 짧은 소매로 보여진다<Fig. 7>.

셔츠는 버튼다운 셔츠와 폴로셔츠로 구분되는데,

셔츠는 심플한 스타일 보다는 과거 프레피 룩의 재

킷 등에서 사용되었던 올 오버(all over) 패턴의 자

수, 엠블럼(emblem), 와펜(wappen)이나 힙합 패션

의 저지 티셔츠에서 활용되었던 레터플레이(letter

play) 등이 장식적으로 나타난다. 장식적인 요소들은

주로 보수성을 가지는 프레피 룩의 재킷에서 사용되

었던 것이지만 사용 범위와 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보수적 패션에 대한 저항과 함께 캐주얼한 이미지로

의 변환을 시도한다<Fig. 8>, <Fig. 9>. 셔츠는 기존

의 일반적 형식을 탈피하고 여러 이미지의 혼합․매

치를 통해 유희적 감성을 지닌 아이템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팬츠는 롱 팬츠와 숏 팬츠<Fig. 10>의 다양한 형

태로 구성되지만 롱 팬츠의 경우 대체적으로 매우

슬림하며 짧은 길이를 보인다<Fig. 11>. 대표적 아이

템인 슬림한 치노 팬츠 외에도 포켓으로 장식된 카

고 팬츠, 니트 팬츠 등도 나타난다. 카고 팬츠는 90

년대 오버사이즈된 힙합 패션에서 유행하였던 아이

템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나, 프리프합 패

션에서는 슬림 핏을 수용하여 세련되고 섹시한 느낌

을 나타낸다. 또한 팬츠의 밑단에 고무밴드 소재를

사용하여 힙합 패션의 트랙 수트 팬츠 형태를 차용

하기도 하였다<Fig. 12>. 슬림한 실루엣으로 인해 팬

츠의 밑단은 매우 좁으며<Fig. 13>, 발목이 보이도록

밑단을 접어 올리는 롤업(roll up) 형태가 대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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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림한 핏으로 체형을 강조하고, 밑단 아래로 발

목을 드러내는 것은 여성적 의미에서의 섹슈얼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적 표현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

의 상호 작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프리프합 패션의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매우 슬림

한 핏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프합 패션의 대

표적인 특성이다. 힙합 패션을 기반으로 융합 현상을

통해 발생한 프리프합 패션에서 보여지는 슬림 핏은

유행이론 사이클로 설명된다. 레귤러(regular) 핏의

70년대 힙합 패션에서 80-90년대 오버사이즈 핏의

극단적 과장을 거친 실루엣은 힙합 패션의 대중화와

21세기 문화 현상 중 성의 융합 현상을 통한 젠더의

<Fig. 7>

Thom Browne

S/S 2009

(Stylesight, n.d.-b)

<Fig. 8>

Shirt with all

over the

embroidery,

10.Deep

(10deep, n.d.-a)

<Fig. 9>

Shirt with letter &

emblem, 10.Deep

Spring 2011

(10deep, n.d.-b)

<Fig. 10>

Billionaire Boys

Club

F/W 2013

(Billionaire boys

club bee line,

2013, March)

<Fig. 11>

Prep-hop style

pants

(Preppylook

book, n.d.-a)

<Fig. 12> Track

suits detail,

Mark McNairy

F/W 2013

(Stylesight,

n.d.-c)

<Fig. 13>

Slim pants

(The new dandies:

prep fashion with a

twist, 2011,

August 17)

<Fig. 14>

The evolution of fit in hip-hop fashion

(The evolution of hip hop, n.d.)

<Fig. 15>

Kanye West, 2013

(Crowd storms

Kanye West during

concert, 2015,

April)



服飾 第65卷 4號

- 68 -

혼용, 여성성과 남성성의 혼용 등의 양성적 표현의

유행으로 슬림하게 변화하였다<Fig. 14>. 양성적 표

현의 증가는 의복의 형태를 변화시켰으며, 재킷의 경

우 어깨가 딱 들어맞고 체형을 부각시켜 슬림한 실

루엣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최근 남성 패션

에서 부각되는 여성적인 섹시함을 표현하는 현상은

보수적이고 클래식하며 남성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프레피 룩에 반하는 것으로, 패션에서 연속성을 가지

고 나타나는 아이템이라도 시대적 문화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와 특성을 포함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15>.

2. 컬러
프리프합 패션의 컬러는 프레피 룩과 힙합 패션에

서 사용되는 베이직한 컬러들이 종합적으로 혼재되

어 나타난다. 카키와 브라운 계열의 얼스 톤(earth

tone) 컬러, 네이비, 레드, 베이지, 화이트 등의 컬러

가 대표적이지만 힙합 패션의 강렬한 원색 및 네오

프레피 룩의 핑크, 그린과 같은 팝(pop)적인 컬러들

이 추가되어 다채롭게 표현된다. <Fig. 16>의 상의는

네오 프레피 룩의 대표 컬러인 핑크로 표현되었으며,

하의는 브라운과 카키 등의 컬러로 구성되어 베이직

컬러와 팝 컬러가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셔츠에서

솔리드 컬러가 사용되는 경우 프레피 룩과 힙합 패

션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베이직한 컬러보다는 핑크

컬러나 팝 컬러와 같은 여성적이고 화려한 컬러들이

주로 나타났다. <Fig. 17>은 네이비 컬러의 재킷, 얼

스 톤 컬러 배경과 화이트 컬러 포인트의 숏 팬츠

(short pants) 및 얼스 톤 컬러의 타이로 나타난다.

숏 팬츠의 카무플라주와 타이의 체크 패턴에 얼스

톤의 동일한 컬러들이 사용되어 연속적인 컬러의 반

복을 보여준다. 프레피 룩의 클래식 아이템인 숄칼라

스웨터에 힙합 패션의 브라운 컬러와 얼스 톤 컬러

들이 적용된 <Fig. 18>은 각 장르의 아이템과 컬러의

결합을 통한 프리프합 패션을 표현한다.

대체적으로 프리프합 패션에서 보여지는 컬러는

트렌드를 통한 새로운 컬러들의 조합이나 제시보다

는 과거 프레피 룩과 힙합 패션에서 주로 사용되었

던 컬러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재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상호간 어느 측면도 우위에 두지 않으면서

보여진다. 또한 네오 프레피 룩의 핑크, 그린과 같은

팝 컬러들이 힙합 패션의 대표 문양에 적용되어 나

타나는 것은 각 장르가 가지는 고유성을 표현하는

것이지만<Fig. 19>, 각 장르의 컬러 조합을 통해 생

성된 미적 가치는 보수적이며 저항적인 이전의 의미

<Fig. 16> Billionaire

Boys Club, S/S 2013

(Bbcicecream, n.d.-a)

<Fig. 17>

Mark McNairy,

S/S 2013

(Stylesight, n.d.-d)

<Fig. 18>

Billionaire Boys Club, S/S

2010 (Bbcicecream,

n.d.-b)

<그림 19>

Billionaire Boys

Club, S/S 2014

(Bbcicecream,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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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컬러 이미지로 나타나고, 유희적 감성을

표현한다.

3. 소재와 문양
프리프합 패션에서의 소재는 프레피 룩에서 보여

진 울, 코튼의 일반적 소재뿐만 아니라 저지, 니트,

기능성 원단 등과 같이 폭넓은 소재 사용의 확장으

로 나타난다<Fig. 20>. 의외성을 가지는 프리프합 패

션의 소재 사용은 현대 패션이 가지는 감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기중심적 개성화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명된다. 특히 고급문화의 상징인 재킷에 의

외성과 실용성을 가지는 소재를 적용하는 것은 고급

문화와 하위문화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션문화

생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의 상․하위문화 융합 현상은 고급

화된 소재를 하위 패션 아이템에 적용함으로써 엘리

트 패션과 대중적 패션을 동시에 표출시키는 것이다.

트랙수트 형태의 팬츠에 울 소재의 사용은 상위문화

를 상징하는 소재가 하위패션 아이템에 활용된 것으

로, 새로운 아이템으로의 변환을 보여주는데 이는 트

랙 수트 팬츠나 울 팬츠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없으

며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장르를 생성한 것이다.

프리프합 패션의 문양은 크게 카무플라주(camou-

flage)<Fig. 21>, 체크(check)<Fig. 22>, 도트(dot), 플

라워(flower), 올 오버 패턴(all-over pattern)<Fig.

23>, 원 포인트 패턴(one point pattern), 아프리카

전통의 에스닉(ethnic) 패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다. 특히 카무플라주와 올 오버 패턴, 체크 패턴은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프리프합 패션의 문양이

다. 카무플라주 패턴은 힙합 패션의 저항성을 표현하

는 정통적 문양이며, 올 오버 패턴과 체크 패턴은 클

래식함과 보수적이라는 고유성을 가지는 프레피 룩

의 상징적 문양이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는 문양의 혼합사용은 시․

공간의 융합으로 나타난 민족성을 표현한다. 또한 문

양들의 연속적인 사용은 프리프합 패션이 힙합패션

과 프레피 룩의 융합으로 발생한 것을 표현하는 근

거이기도 하다. <Fig. 17>의 경우 저항적 이미지의

카무플라주 문양이 페미닌한 화이트 플라워 패턴과

레이어를 이루며 카무플라주의 형태적 변형과 이미

지의 변형을 동시에 보여준다. <Fig. 24>, <Fig. 25>

는 일반적인 카무플라주의 변형으로, <Fig. 24>는 여

성적 이미지의 핑크 컬러 플라워 패턴이 남성적 문

양인 카무플라주의 형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각 장르

가 가진 고유한 성격을 패턴에서의 융합으로 보여준

것이다. <Fig. 25>는 베이지, 핑크, 퍼플 컬러로 변형

<Fig. 20>

Knit jacket

(Preppylook

book, n.d.-b)

<Fig. 21> Billionaire Boys

Club, S/S 2013

(Bbcicecream, n.d.-d)

<Fig. 22>

Pants with

madras check

(Preppylook

book, n.d.-c)

<Fig. 23>

Polo shirt with

all over the pattern,

Billionaire Boys Club

(Bbcicecream, 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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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카무플라주 문양과 게임기의 캐릭터들이 올 오버

패턴으로 자수 놓아진 핑크 컬러 폴로 셔츠로 착의

되어, 유머스러운 느낌을 표현한다. <Fig. 26>은 전통

적인 체크 패턴의 버튼다운 셔츠와 플라워 패턴의

올 오버 프린트의 팬츠를 연출하여 패션의 성적인

애매모호함을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레피 룩에

서 많이 사용되는 올 오버 패턴의 경우 대체적으로

프레피들이 즐겨 행하는 스포츠의 아이콘, 혹은 프레

피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할 수 있는 시그니처와 같

은 아이콘들을 올오버 패턴의 모티브로 사용하였으

나, 프리프합 패션은 유쾌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티브를 올오버 패턴에 적용하여 팝아트적인 이미

지를 표현한다.

베이직 스트라이프 문양은 프레피 룩의 버튼다운

셔츠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것이나, 프리프합 패션

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획일적이지 않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프리프합 패션만의 개성을 표

현한다. <Fig. 27>의 경우 프레피 룩에서 획일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올 오버 패턴 자수를 유머스럽게

표현한 물고기 모티브를 사용하여 사이즈와 레이아

웃이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프린트하였다. 올 오버 패

턴을 프레피 룩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고급화된 자수

가 아닌 매스(mass) 패션에서 주로 이용하는 프린트

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고급과 대중문화라는 상․하

위문화의 융합을 보여준다. 저항적 이미지의 카무플

라주와 보수적 성격의 체크, 도트, 여성적인 이미지

의 플라워 패턴들의 융합적 사용은 프리프합 패션에

서 다원적 이미지들의 공존으로 나타난다.

 4. 액세서리
프리프합 패션은 액세서리의 사용을 통해 세련되

면서도 복고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보이는데 이는

시․공간의 융합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대표적인

액세서리로는 보우 타이<Fig. 28>, 스냅 백 모자, 캥

골 모자, 커다란 골드 주얼리<Fig. 29>, 스니커즈, 커

다란 안경 등이 있으며, 보우 타이를 제외하고는 대

체적으로 힙합 패션의 액세서리들이 주류를 이룬다

<Fig. 30>. 이는 프리프합 패션에서 프레피 룩 아이

템이 많이 차용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비주

류 성격을 지키고자 하는 힙합 패션의 정통성으로

볼 수 있다.

프리프합 패션의 형태적 특징은 상업화로 치우쳐

독창성이 떨어진 몰개성의 현대 패션에 대한 개성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융합을 통하여

나타난다. 특히 하위문화 패션 디자인 요소들의 적극

적인 사용으로 프리프합 패션은 더욱 독창적이고 세

<Fig. 24>

Mark McNairy

S/S 2014

(Stylesight,

n.d.-e)

<Fig. 25>

Billionaire Boys

Club, S/S 2013

(Bbcicecream,

n.d.-f)

<Fig. 26>

Mark McNairy,

S/S 2013

(Stylesight,

n.d.-f)

<Fig. 27>

Pants with all

over the print

(Preppylook

book, 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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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게 나타난다. 힙합 스타일과 프레피 룩이 융합되

어 새롭게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 외에도 힙합 스타

일의 룩과 프레피 룩의 믹스매치를 통해 새로운 형

태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재와 문양 및 컬

러를 획일적이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캐주얼하고 유

쾌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프리프합 패션의 디자인 특

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Design Characteristics Image

Item

& Silhouette

-The fashion item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jacket,

shirt and pants in slim fit, and pants are generally slim

and short.

-Overall very slim fit and casual image.

-Slim fit is emphasized for sexuality. (Stylesight, n.d.-j)

(Stylesight, n.d.-k)

(Preppylookbook, n.d.-e)

Color

-Basic colors in preppy look and hip hop fashion

(brownish earth tone, khaki, navy, red, beige and white).

-Used primary colors of hip hop fashion and pink and

green colors of neo-preppy look.
(Bbcicecream, n.d.-a)

(Stylesight, n.d.-d)

(Bbcicecream, n.d.-g)

<Table 2>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Prep-hop Fashion

<Fig. 28> Mark

McNairy F/W 2014

(Stylesight, n.d.-g)

<Fig. 29> Mark

McNairy F/W 2013

(Stylesight, n.d.-h)

<Fig. 30>

DSQUARED2

S/S 2009

(Stylesight, 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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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다양한 장르의 문화들이 융합 현상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생성하는 현실에서 힙합 패션과 프레피 룩의

융합으로 발생한 프리프합 패션은 패션에서의 대표

적 융합 현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특히 하위

문화와 상위문화가 결합하여 새롭게 창의적 아이디

어를 통해 발전된 프리프합 패션은 다각화되는 현대

패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위문화 힙합 패션과 상위 문

화의 프레피 룩의 융합을 통해 독자성을 가지고 발

생한 프리프합 패션을 분석하고 프리프합 패션의 디

자인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프리프합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프합 패션은 아이템과 실루엣을 통해

슬림하며 캐주얼한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아이

템은 크게 재킷, 셔츠, 팬츠로 분류되며 재킷의 경우

프레피 룩과 비슷하나 보수적이 아닌 캐주얼한 이미

지를 표현하였다. 재킷은 짧은 길이, 타이트한 핏과

짧은 소매로 구성되며 획일적이지 않은 소재와 문양

및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캐주얼한 이미지를 나타냈

다. 셔츠는 버튼다운 셔츠와 폴로셔츠로 구분되며 다

양성과 장식성을 추구하고 획일적이지 않은 패턴을

사용하였고, 팬츠는 매우 슬림하며 여성 팬츠처럼 발

목이 드러나는 짧은 길이를 보였다. 매우 슬림한 실

루엣은 프리프합 패션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여성적

인 섹시함을 포함하며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

히 슬림한 수트는 패션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아이템

이라도 시대와 문화 변화에 따라 다른 의미와 특성

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Material &

Textile pattern

-Various patterns including camouflage, check, dot, flower,

all over pattern, one point pattern, and traditional African

ethnic pattern.

-Expressed individuality by expanding to uncommon

materials (Bbcicecream, n.d.-f)

(Bbcicecream, n.d.-h)

(Stylesight, n.d.-l)

Accessories

-Bow-tie, snapback, Kangol cap.

-Mainly used hip hop fashion accessories, including big

gold jewelry, sneakers and large glasses.

(Stylesight, n.d.-h)

(Stylesight, n.d.-g)

(Stylesight, n.d.-i)

- Overall items are very slim fit with casual and free images,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prep-hop fashion.

- The colors which were used in hip-hop fashion and preppy appeared in continuity.

- The combination of previously resistant image of camouflage and conservative check pattern created a new

image in converged prep-hop fashion.

- The hip hop accessories are expressed as legitimacy of hip hop fashion that intends to maintain the

non-mainstream attribute in the prep-hop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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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컬러는 프레피 룩과 힙합 패션에서 사용되

는 베이직한 컬러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계열의 얼스 톤과 카키, 네이비, 레드, 베이지, 화이

트 등과 강렬한 원색 컬러 및 네오 프레피 룩의 핑

크, 그린과 같은 여성적이고 화려한 팝 컬러들이 추

가되어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각 장르의 컬러 조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미적 가치는 융합되기 이전 각

각의 장르가 나타냈던 보수적이고 저항적인 것과는

다른 유쾌한 컬러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셋째, 소재와 문양은 현대 패션에서 중요시되는

감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개성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 각각의 장르에서 사용되었던

울, 코튼과 같은 일반적인 소재 사용과 함께, 실용적

이고 기능적이며 일반적인 활용 범위에서 일탈한 의

외성을 가지는 소재의 사용을 통해 사용 범위의 확

장을 보였으며, 이는 상․하위문화 융합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양의 경우 힙합 패션의 정통적 문양인 카

무플라주와 프레피 룩의 올 오버 패턴과 체크가 프

리프합 패션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나타났으며, 시․

공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문

양들의 연속적인 사용은 프리프합 패션이 힙합패션

과 프레피 룩의 융합으로 발생한 것을 표현하는 근

거이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 다른 유쾌하고 캐주얼함

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액세서리는 보우 타이, 스냅 백 모자, 캥골

모자, 커다란 골드 주얼리, 스니커즈, 커다란 안경 등

으로 대표되며, 보우 타이를 제외하고는 힙합 패션의

액세서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프리프합 패션에서

프레피 룩 아이템이 많이 차용되고 표현되어지는 것

은 비주류 성격을 지키고자 하는 힙합 패션의 정통성

을 표현하는 것이다. 프리프합 패션은 액세서리의 사

용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복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

고, 이는 시․공간의 융합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저항적이고 전위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던 힙

합 패션은 새로운 결합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적

결합을 표현하는 메카니즘으로 변모하고 있다. 프리

프합 패션은 각기 다른 장르의 패션이 다양한 융합

현상을 통해 새로운 장르로 발생되고 발전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리프합 패션의 디자인 특징은

상업화 추구로 인해 독창성이 떨어진 몰개성의 현대

패션에 대한 개성을 추구하고, 융합을 통하여 나타내

고자 하였다. 특히 하위문화 패션 디자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프리프합 패션에서는 획일적이

지 않고 세련되게 나타났으며, 캐주얼하고 유쾌한 이

미지를 표현하였다. 힙합 스타일과 프레피 룩이 융합

되어 새롭게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 외에도 힙합 스

타일의 룩과 프레피 룩의 믹스매치를 통해 새로운

형태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소재와 문양 및

컬러를 획일적이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캐주얼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프리프합 패션 특성은 힙합 패션과 프레피 룩이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특성은 연속성을 보

이나, 다른 특성들은 비슷한 이미지 속에서 의미를

상실, 혹은 특성이 소실되는 불연속성을 나타내었다.

힙합패션과 프레피 룩과 같이 상반된 장르 및 트렌

드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프리프합 패션은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계층에 속한 패션의 융합을 대표적으로 보

여주는 프리프합 패션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다양

해지는 현대 패션에서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

어 발상을 위한 국내 패션 디자인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

점은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프리프합

패션 관련 시각적 자료와 사례들의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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