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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and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were studied. 267 fashion designs 

from pret-à-porter collections in Milan and New York from 2001 S/S to 2005 F/W were analyz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The major types of ethnic fashion are 

Africa, American Indian, Japan, India, China, and Inca. Among these types, the first volume is 

Africa, the second is American Indian and others are Japan, India, China and Inca in order. 

Ethnic fashion changes in years showed reduction from 2001 to 2004, but much rise in 2005 

showed more than 30% from 2001. Much more ethnic fashion designs were presented in S/S sea-

sons than in F/W seasons. Africa ethnic fashion designs were more popular in S/S seasons. India 

ethnic fashion designs were more popular in F/W seasons. In the comparison of the Milan and 

New York collection, ethnic fashion designs appeared more in Milan collections than in New 

York from 2001 to 2003. But ethnic fashion designs appeared more in New York collections 

than in Milan in the year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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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는 과학 기술의 신, 교통 통신의 발달

로 인하여 세계가 날로 하나의 공동체로 발 하게 

됨에 따라 세계의 패션도 서구식 의복형태로 획일화

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 인한 동질화, 량생산에 의한 획일화, 

서구  취향의 한계,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감 

등에 한 반작용으로 자연 이고 원시 인 것에 

한 동경과 추구의 흐름이 20세기 후반에 두하게 

되었다. 매체가 발달하여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쉽게 됨에 따라서 타 문화에 한 심이 고조

되면서 이를 극 으로 수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패션의 경우 기계기술의 발 으로 기성복의 량

생산과 함께  세계로 속히 보 된 서양복식의 획

일 인 스타일에 한 반동 인 표 으로 각 민족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족 지향  복식이 나

타났다1). 이국  민속복의 재 은 1960년  말 히피

문화의 향으로2), 1970년 에 이르러 민속풍이 본격

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고3), 1990년  이후에는 타

국의 통 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풍 의상이 술  

감각으로 승화되어 세계 패션시장을 장식하며 보다 

복합 이고 다 화된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요 트 드로 부각되

고 있는 에스닉 패션의 개념을 악하고 유형별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에스닉 패션 디자인 개발

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 인 연구와 실증 인 연구를 

병행하 다. 이론 인 연구를 해서는 국내·외 단행

본과 간행물  학회지와 연구논문을 통해 선행 연

구를 고찰하 다. 실증 인 연구를 해서는 컬 션

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 의 작품을 통한 시각  자

료를 분석하 으며, 보그(Vogue Italy), 팸(FEM) 등

과 같은 국내·외 패션 문 잡지의 라노와 뉴욕의 

타포르테 컬 션 사진, 이블TV(동아TV), 인

터넷(www.firstview.com, www.cft.or.kr) 등에서 자

료를 수집하여 검토하 다.

컬 션 개최지역의 선정은 세계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표 인 두 도시인 유럽의 라노와 미국의 

뉴욕, 두 곳을 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컬 션을 비

교 분석하 다.

연구범 는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5년

간 라노와 뉴욕의 션 각 10회, 총 20회의 컬

션으로 하 다.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  고찰과 함께 라노, 뉴욕 

컬 션의 패션 디자인을 상으로 시각자료의 색상, 

소재, 디테일 분석을 통해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작품 

총 267 디자인을 선정하 다. 에스닉 스타일 패션 작

품의 선정은 패션 디자인 공자 두 사람이 검토하여 

에스닉 스타일이라고 단되는 자료를 선정하 다.

분석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분석 등을 통해 에스닉 

패션의 유형분석, 년도별 변화추이, 시즌별, 컬 션 지

역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 다.

Ⅱ. 에스닉 패션의 개념과 유행

1. 에스닉 패션의 개념

에스닉(ethnic:민속풍)이란 라틴어 ethnicus와 그

리스어의 ethnik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  의미

로 '민족의', '종족의' 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민족의'라는 뜻 외에도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5). 특히, 아 리카, 근동, 남미, 

앙아시아, 몽고 등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

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

역의 민족의상이 갖는 독특한 색이나 소재, 수공

인 디테일 등으로 리미티 한 경향이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6). 

에스닉 패션은 이국 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 고유의 의상과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액세

서리 등의 각종 모티 와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표

한다. 20세기  뽈 쁘아 (Paul Poiret)의 작품에

서 동양 취미가 강한 에스닉 룩을 보인 후 1970년  

후반 많은 디자이 에 의해 여러 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되었다7). 이러한 다른 나라의 매력 인 요소를 

표 하는 에스닉 이미지는 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문명의 발달하지 않은 이국 인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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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미개발국의 이미지를 표 하여 도시 생활에

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에스닉 패션은 각 지역의 통 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근동에서 터키· 이집트·페르시아· 인도· 

한국· 국· 일본 등 동양의 신비롭고 독특한 풍속을 

모티 로 하는 디자인과9), 도 부근의 열 지방이

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원색 인 새감

과 장신구 등을 모티 로 활용하는 디자인, 남태평양, 

카리 해 제도, 인도네시아, 아 리카 등의 열 지방

의 강렬한 색채와 특유한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를 

모티 로 응용하는 디자인10), 유럽 지방의 농민 의

상, 깃털과 가죽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의상 

등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원 인 이미지를 모티 로 하는 디자인11)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은 특정지역의 통 인 패션

에 한 타국의 문화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각박하

고 발달된 사회의 메마름을 채워  수 있는 원

인 아름다움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따라  패션의 트 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에스닉 패션의 유형

에스닉 패션에 한 선행 연구12)13)14)15)에 의하면 

국, 일본의 동양과 아 리카, 아메리칸 인디언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그리고 동서양의 가운데에 치

한 인도와 동,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지역 등이 에

스닉 스타일을 표 하는 표 인 유형으로 분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민

속  문화가 발 되었다는 을 근거로 하여 라노

와 뉴욕 컬 션에 나타난 패션의 에스닉 이미지 유

형 분석을 한 기 으로,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지

역  특성을 근거로 <표 1>16)17)18)과 같이 국풍, 

일본풍, 인도풍, 아 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

카풍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1) 국풍 유형

국의 통복식은 청 에 사용되었던 표 인 

의복으로 치 오(qipao)는 타이트한 형태에 다트를 

넣어 인체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 형의 드 스이다19). 

국 통복식은 직선 인 스트 이트 실루엣과 인

체의 윤곽을 드러낸 타이트 실루엣으로 나눠지며 

칭의 사선 여 과 만다린 칼라, 끈 매듭단추, 트임, 

앞여 과 단 가장자리의 장식 등으로 들 수 있

다20). 국은 실크의 원산지인 만큼 다양한 실크가 

직조에 사용되어 복식에 화려함을 더하 으며 십이

장문, 기하학문양, 동식물 문양 등의 문양장식과 북

쪽의 검정색, 남쪽의 빨간색, 동쪽의 록색, 서쪽의 

흰색, 방 의 황색 등 화려한 색상으로 표 되어 

왔다. 이  황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붉은 색은 선사시 로부터 

활력을 주는 색으로 간주되어 국인들의 행운색으

로 여겨지고 있다21). 

국풍 패션은 국 황실  일반인들이 즐겨 입

던 통복식과 국을 표하는 문화로 잘 알려진 

경극 무 의상의 특징을 기 으로 하 다. 

 

2) 일본풍 유형

일본의 통복인 기모노는 원피스형식으로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몸에 붙지 않는 H라인과 소매와 옷자

락이 길어 보온성을 높인 종류로 나눠지며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복식으로 크기가 표 화되어 있다. 발목

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의 부

분이 V자로 여져 앞이 트여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帶)를 

두르는 한 장의 기본패턴으로 평면재단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22). 기모노의 통소재는 견이 사용되

었고 직선 이고 단순한 기모노의 외형 인 단 을 

보완하기 해 염직기술이 발달, 자수와 염색을 이용

한 화 문, 운문, 난 , 매화, 나무 등과 나비, 학, 

사군자의 모양을 형상화하기도 하 다. 한 순백의 

의복에서 차 색을 가미하게 되면서 에도시 와 겐

로꾸시 에는 주홍색, 짙은 갈색, 남색, 검은색 등을 

주로 사용하여 세 하고 화려한 색을 연출하기 시작

하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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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풍 유형

인도의 통복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리(sari)는 

폭 1미터 내외, 길이 5~6미터의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긴 천을 둘러 입는 형태의 의복으로, 쫄리

(choli)라는 타이트한 상의와 함께 허리를 노출하여 

입는 원피스형 의복이다24). 한 튜닉 스타일의 의복

인 살와르 까미즈(Salwar Kamiz)는 무슬림의 여인

들이 입던 옷에서 유래된 것으로 긴 셔츠를 까미즈

(Kamiz), 헐 한 바지를 빠자마(pajama)라고 하여 

오르니(Orhni)라고 하는 일종의 스카 와 함께 착용

한다. 가그라(Ghaghra)는 사리와는 달리 바느질을 

한 옷으로 펼치면 도넛 모양이 되는 큰치마를 말하

는데 화려한 자수와 주름으로 장식된 발목길이의 스

커트이다25). 

4) 아 리카풍 유형

아 리카 륙은 동반구 남서부에 치한 남북 양

반구에 걸친 세계 제2의 륙으로 활하고 인종도 

다양한데 반해 평균 인구 도가 매우 낮아 다른 

륙에 비해 고립된 특징의 부족문화가 발달하게 되었

다26). 한 륙의 90% 이상이 열 성 기후 에 속

하므로 이슬람 문화권 향권에 있는 사하라 북쪽을 

제외한 블랙-아 리카의 경우 통의복 보다는 기후

조건에 따라 신체에 직  장식한 문양이나 장신구를 

심으로 한 복식문화가 형성되었다27). 

아 리카인들은 장식의 욕구로 강한 동물을 모방하

고자 하여 사자의 털을 족장의 머리에 두르거나 사냥

한 동물의 를 장신구로 이용하 으며28) 얼룩말과 

같은 신체 채색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상흔

을 통한 장식을 하 다. 표 인 신체채색으로 주술

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치료약의 역할을 하는 빨간

색과 성인식이나 신령들과의 교감, 사자를 추모식 

등에 사용되는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29) 때로는 

황토를 섞어 팔, 다리에 촘촘히 곡선이나 격자무늬, 

얼룩말 무늬 등의 형태를 그려 넣기도 하 다30).

5) 아메리칸 인디언풍 유행

콜럼버스가 신 륙을 동양의 인도의 일부로 착각

하여 원주민을 인디오(Indio:에스 냐어로 인도인이

라는 뜻)라고 부른 뒤, 본래의 인도인과 구별하기 

하여 '아메리카의 인도인'이라 부른데서 유래된 아메

리칸 인디언은 북미 아메리카 지역의 에스키모와 알

루트를 제외한 부족을 일컫는 말이다31).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원이 풍부한 자연 속에 살

면서 식료, 의복, 주거, 무기와 장신구 등을 자연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활용하여 제작하 다. 유럽 탐험가

들이 아메리카 륙에 처음 왔을 때는 이 곳 원주민들

은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 , 헤어밴

드 등과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수술 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모카신(moccasin), 세시

(sash), 벨트(belt), 가터(garter), 네크 이스(necklace)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 다32). 아메리칸 인

디언 부족들은 각기 다른 종교의식에 따라 복식문

양을 다르게 표 하 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염원

을 빌었다. 한 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기 

한 주술  의미의 복식을 착용했고 복식에 사용된 

동물의 재료는 수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에

게 독수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신성한 동

물로 여겨져 독수리 깃털은 의복에 덧붙여지거나 

직물을 직조할 때 섞어 사용되었다33). 

6) 잉카풍 유형

잉카는 앞의 북아메리카 지역과 근 해있는 지역

으로 남아메리카의 앙 안데스 지방인 페루, 볼리비

아 지역의 복식을 구성하는 색상과 패턴 등의 문양

에서 유사한 을 가지나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 등

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통복

식에 비해 좀 더 완성된 의복의 형태를 지니며 발달

된 직조기술을 사용한 양탄자, 러그 는 그 문양을 

활용한 망토나 풀 스커트 등의 의복을 특징으로 한

다. 특히 나바호(navajo)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여

러 색으로 이루어진 무늬나 다양한 넓이의 밴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각선, 지그재그선, 다이아몬

드 형태, 노란색, 갈색, 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으

로 표 된 활동 인 표 이나 직선, 수평선, 수직선, 

직사각형, 흰색, 검은색, 회색 등으로 표 된 정 인 

문양으로 나뉘어 진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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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족 국 일본 인도

통복식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202. Decorated skin, 2002 p. 217. Decorated skin, 2002 p. 180.

지역·민족 아 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

통복식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156.

Native American in Costume, 

www.yahoo.com. 2006. 3. 2

August Racinet,

www.yahoo.com. 2006. 3. 2

<표 1> 에스닉 패션 유형별 통복식 

Ⅲ.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 특성

1) 유형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과 변화추이

<표 2>는 라노, 뉴욕 컬 션의 총 267 작품을 

에스닉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별로는 아 리카 풍이 62작품, 23.2%로 여섯 

가지의 에스닉 패션 유형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 다. 아 리카풍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국풍, 잉카풍의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1년에 68작품 22.5%, 2002년에 58

작품 21.7%에서 2003년에 30작품 11.2%, 2004년에 18

작품 6.7%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93작품 34.8%로 

증하여 2001년보다 30%나 증가하여 에스닉 패션

에 한 선호가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여섯가지 에스닉 패션 유형의 년도별, 시즌별, 컬

션별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여섯 가지 에스닉 유형  가장 많이 등장한 아

리카풍은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3년 S/S시즌을 제외한 S/S시즌에 빠짐없이 등장

하 다. 이러한 경향은 라노 컬 션에서 주로 나타

났으며, 뉴욕 컬 션의 경우 2005년 S/S시즌에만 유

일하게 아 리카풍이 나타나는 차이 을 보 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아메리칸 인디언풍 역시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라노 컬

션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S/S까지 꾸 히 나

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S/S시즌에만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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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년도 시즌 컬 션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SS FW Milano

New
York

아 리카
9

(3.4)
19

(7.1)
0
(0)

4
(1.4)

30
(11.2)

53
(19.8)

9
(3.3)

46
(17.2)

16
(5.9)

62
(23.2)

아메리칸 
인디언

15
(5.6)

17
(6.3)

8
(2.9)

3
(1.1)

7
(2.6)

38
(14.2)

12
(4.4)

39
(14.6)

11
(4.1)

50
(18.7)

일본
19

(7.1)
5

(1.8)
4

(1.4)
1

(0.3)
17

(6.3)
37

(13.8)
9

(3.3)
33

(12.3)
13

(4.8)
46

(17.2)

인도
9

(3.4)
8

(2.9)
5

(1.8)
1

(0.3)
20

(7.4)
22

(8.2)
21

(7.8)
28

(10.4)
15

(5.6)
43

(16.1)

국
8

(2.9)
4

(1.4)
10

(3.7)
3

(1.1)
10

(3.7)
22

(8.2)
13

(4.8)
26

(9.7)
9

(3.3)
35

(13.1)

잉카
8

(2.9)
5

(1.8)
3

(1.1)
6

(2.2)
9

(3.3)
21

(7.8)
10

(3.7)
20

(7.4)
11

(4.1)
31

(11.6)

계
68

(22.5)
58

(21.7)
30

(11.2)
18

(6.7)
93

(34.8)
193

(72.2)
74

(27.7)
192

(71.9)
75

(28)
267
(100)

<표 2> 에스닉 패션 유형별 특성 n=267, 단 : 작품수(%)

년도
시즌

컬 션

패션유형

2001 2002

SS FW SS FW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아 리카풍 9(3.3) 0(0) 9(3.3) 0(0) 0(0) 0(0) 16(5.9) 0(0) 16(5.9) 3(1.1) 0(0) 3(1.1)

아메리칸 
인디언풍

2(0.7) 3(1.1) 5(1.8) 9(3.3) 1(0.3) 10(3.7) 15(5.6) 0(0) 15(5.6) 2(0.7) 0(0) 2(0.7)

일본풍 11(4.1) 2(0.7) 13(4.8) 6(2.2) 0(0) 6(2.2) 2(0.7) 2(1.1) 4(1.4) 1(0.3) 0(0) 1(0.3)

인도풍 5(0.7) 0(0) 5(1.8) 3(1.1) 1(0.3) 4(1.4) 2(0.7) 2(1.1) 4(1.4) 3(1.1) 1(0.3) 4(1.4)

국풍 2(0.7) 1(0.3) 3(1.1) 4(1.4) 1(0.3) 5(1.8) 2(0.7) 0(0) 2(0.7) 0(0) 2(0.7) 2(0.7)

잉카풍 3(1.1) 0(0) 3(1.1) 4(1.4) 1(0.3) 5(1.8) 3(1.1) 0(0) 3(1.1) 0(0) 2(0.7) 2(0.7)

년도
시즌

컬 션

패션유형

2003 2004

SS FW SS FW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아 리카풍 0(0) 0(0) 0(0) 0(0) 0(0) 0(0) 1(0.3) 0(0) 1(0.3) 3(1.1) 0(0) 3(1.1)

아메리칸 
인디언풍

7(2.6) 1(0.3) 8(2.9) 0(0) 0(0) 0(0) 3(1.1) 0(0) 3(1.1) 0(0) 0(0) 0(0)

일본풍 2(0.7) 1(0.3) 3(1.1) 0(0) 1(0.3) 1(0.3) 1(0.3) 0(0) 1(0.3) 0(0) 0(0) 0(0)

인도풍 0(0) 0(0) 0(0) 4(1.4) 1(0.3) 5(1.8) 1(0.3) 0(0) 1(0.3) 0(0) 0(0) 0(0)

국풍 7(2.6) 0(0) 7(2.6) 1(0.3) 2(0.7) 3(1.1) 0(0) 0(0) 0(0) 3(1.1) 0(0) 3(1.1)

잉카풍 2(0.7) 0(0) 2(0.7) 1(0.3) 0(0) 1(0.3) 5(1.8) 0(0) 5(1.8) 1(0.3) 0(0) 1(0.3)

년도
시즌

컬 션

패션유형

2005
합계

총합계
SS FW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아 리카풍 12(4.4) 15(5.6) 27(10.1) 2(0.7) 1(0.3) 3(1.1) 46(17.2) 16(5.9) 62(23.2)

아메리칸 
인디언풍

1(0.3) 6(2.2) 7(2.6) 0(0) 0(0) 0(0) 39(14.6) 11(4.1) 50(18.7)

일본풍 9(3.3) 7(2.6) 16(5.9) 1(0.3) 0(0) 1(0.3) 33(12.3) 13(4.8) 46(17.2)

인도풍 10(3.7) 2(0.7) 12(4.4) 0(0) 8(2.9) 8(2.9) 28(10.4) 15(5.6) 43(16.1)

국풍 7(2.6) 3(1.1) 10(3.7) 0(0) 0(0) 0(0) 26(9.7) 9(3) 35(13.1)

잉카풍 0(0) 8(2.9) 8(2.9) 1(0.3) 0(0) 1(0.3) 20(7.4) 11(4.1) 31(11.6)

<표 3> 에스닉패션 유행의 년도/ 시즌/ 컬 션별 변화 추이 n=267, 단 : 작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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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풍은 2001년 S/S시즌 가장 많이 나타난 에스

닉 유형이었으나 그 이후 차츰 비 이 어들었다. 

일본풍은 이후 2005년 S/S시즌 다시 비 이 커진 경

향을 보 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라노 컬 션에

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도풍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라노와 뉴욕 컬 션에서 비교  꾸 히 나타

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뉴욕 컬 션에서는 S/S시

즌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 으며, 그 에서도 

2005년 S/S시즌에 가장 많은 인도풍의 작품이 보

다. 국풍은 시즌별로 큰 차이 없이 등장하는 유형

으로 라노와 뉴욕 컬 션에서 모두 은 비 이지

만 꾸 히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 S/S시즌 라노 

컬 션에서 한동안 그 비 이 증하 다. 잉카풍은 

주로 라노 컬 션에서  시즌에 걸쳐 꾸 히 나

타나는 에스닉 패션 유형이었으나 2005년 S/S시즌에

는 그동안 잉카풍의 작품이 많이 보이지 않던 뉴욕 

컬 션에서 많은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에스닉 유형이 지난 5년간 변화한 추이를 살펴보

면, 2001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일본풍은 

2005년 F/W시즌까지 차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

향을 나타내며 이에 반해 국 유형이 2003년 S/S시

즌을 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국 유형과 함께 인도 유형 역시 주로 F/W시즌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까지 증가를 나타내고 있

으며, 이는 특히 뉴욕 컬 션에서 2005년 F/W시즌 

인도 유형의 작품이 증한 향을 받았다.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의 경우 주로 S/S시즌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03년 S/S시즌

의 기간에 비해 차 비 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컬 션 발표 지역별 변

화추이를 보면, 라노 컬 션에서는 인도 유형을 제

외한 나머지 5가지의 유형이 F/W시즌보다는 S/S시

즌에 더 많이 나타나며 시즌별 유형의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체 컬 션에서 라노 컬

션의 비 이 뉴욕 컬 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뉴욕 컬 션에서는 2005

년 S/S시즌에 인도 유형의 작품이 증한 이 라

노 컬 션과 차이를 보 으며, 그 외 유형의 경우는 

비 이 크지 않아 라노 컬 션과 비교 상에서 제

외하 다.

2) 연도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1) 2001년 에스닉 패션 

2001년 S/S시즌에는 아 리카풍과 일본풍이 비슷

한 비 으로 나타났다. 섬세한 기모노 고유의 문양과 

V네크라인 등 기모노를 재 한 디테일의 일본풍과 

블랙&화이트 격자, 스트라이  패턴과 가죽, 깃털 등

의 동물을 이용한 아 리카풍의 표 이 주로 나타났

다. 아 리카풍의 경우 뉴욕보다는 라노 컬 션에

서 큰 비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풍의 경우 뉴

욕과 라노 컬 션에서 함께 나타났다. 지안 랑코 

페 (Gianfranco Ferre)는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원

피스와 아 리카의 채색장식을 응용한 원피스 디자인

으로 아 리칸 모티 를 강조하 으며, 안토니오 마

라스(Antonio Marras) 등 라노 컬 션의 디자이

는 일본의 기모노 디테일을 사용하며 구조 인 변화

를 시도한 반면,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의 

뉴욕 컬 션 디자이 는 기모노에 주로 사용되는 텍

스타일 린트를 응용하는 차이 을 보이기도 했다.

2001년 F/W시즌에는 깃털, 린지 장식 등과 함

께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가장 많은 비 으로 등장하

다. 지역별로는 타시즌과 동일하게 뉴욕보다는 

라노 지역에서 에스닉 작품이 많이 선보 다.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는 깃털장식을 

응용하여 이국 인 변화를 시도하 으며, 알 산드로 

아 롬보(Alexandro Aplombo)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얼굴을 아 리 (appliqué) 장식으로 표 한 디테일

을 사용하 으며, 미소니(Missoni)는 랜드 고유의 

에스닉 컬러로 이루어진 스트라이  패턴과 린지

가 조화를 이룬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을 선보

다<표 4>35)36).

(2) 2002년 에스닉 패션

2002년 S/S시즌에는 뉴욕 컬 션에 비해 라노 

컬 션에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아 리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 리카풍에서는 통 타투와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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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S/S F/W

유형 아 리카 일본풍 아 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디자인

디자이 지안 랑코 페 안토니오 마라스 로베르토 까발리 알 산드로 아 롬보

컬 션 라노 라노 라노 라노

<표 4> 2001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아 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아 리카 인도

디자인

디자이 로베르토 까발리 스포츠 막스 존 리치몬드 미소니

컬 션 라노 라노 라노 라노

<표 5> 2002년 에스닉 패션

디테일을 라운 계열의 텍스타일로 표 한 패턴이 

주로 나타났으며, 막스 마라(Max Mara)의 컬 션에

서 아 리카풍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한 미소

니(Missoni) 등의 컬 션에서는 통 패 릭을 이용

한 표 방법과 깃털과 개, 린지 장식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표 방법이 많이 보 다.

2002년 F/W 시즌에는 라노와 뉴욕 컬 션에서 

유사한 비 의 에스닉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잉카풍

을 제외한 5가지의 유형이 고른 분포로 나타나는 경

향을 보 다. 이 시즌의 에스닉 작품은 반 으로 

단순한 실루엣에 패 릭 텍스타일이나 디테일을 통

해 변화를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붉은색 계열과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의 작품에서 아 리칸 신체장식을 패 릭

에 활용한 아 리카풍이 보 으며, 미소니의 작품에

서는 인도의 사리를 응용한 드 스가 선보 다. 한 

오스카 드 라 타(Oscar de la Renta)와 이미테이

션 오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의 디자이  

작품에서는 패 릭 패턴이나 기모노 디테일 등의 일

본풍이 사용되었다<표 5>37)38).

(3) 2003년 에스닉 패션

2003년 S/S시즌을 심으로 국풍의 작품이 많

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 시즌에는 국풍과 아

메리칸 인디언풍이 유사한 비 으로 나타났다. 표

인 작품으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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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S/S F/W

유형 국풍 인디언풍 인도풍 국풍

디자인

디자이 로베르토 까발리 제 미스콧 오스카 드 라 타 메튜 리엄슨

컬 션 라노 뉴욕 뉴욕 뉴욕

<표 6> 2003년 에스닉 패션

작품에서 드와 로 계열의 색상으로 표 된 국 

통복식의 디테일과 패 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많이 등장하 다. 그리고 트루사디(Trussardi)의 컬

션에서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아

메리칸 인디언풍의 디테일이 사용되었으며 제 미 

스콧(Jeremy Scott)은 스웨이드 소재와 비즈장식으

로 아메리칸 인디언 통복식의 디자인을 응용한 수

복을 선보 다.

2003년 F/W시즌에는 후한 느낌을 주는 무거우

면서도 화려한 색상으로 표 된 국풍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에트로(Etro)의 작품에서는 

라운 계열의 무거운 컬러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장

식 인 패 릭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이 선보 으며, 

오스카 드 라 타의 작품에서는 드와 로 등의 

색상과 매끄러운 실크소재가 어우러져 에트로의 작품

보다 밝은 느낌을 주는 후함을 표 하 다. 한 매

튜 리엄슨(Mattew Williamson)의 작품에서는 국 

통 회화의 한폭 사진이 패 릭 에 자수 장식으로 

표 되어 동양 인 느낌을 강조하 다<표 6>39)40).

한편 2003년 F/W시즌에는 라노에 비해 비교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작은 비 을 차지하던 뉴욕 

컬 션의 비 이 처음으로 라노 컬 션보다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4) 2004년 에스닉 패션

2004년 S/S시즌은  시즌에 비해 명도가 높아지

면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강조되었으며, 

잉카풍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도풍도 많이 보 다. 

에트로와 라다(Prada)등의 디자이 가 잉카의 

통 인 직조패턴을 부드러운 스텔컬러로 표 하면

서 이국 인 멋을 더하 으며, 에트로의 작품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패 릭 패턴을 화려한 색상으로 응

용한 에트로 고유의 패턴이 함께 선보이기도 하 다.

2004년 F/W시즌에는 다시 어두워진 컬러들이 다

양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아 리카풍과 국

풍이 같은 비 으로 나타났다. 에트로, 미소니등의 

디자이 는 아 리카 고유의 목걸이 장식을 응용하

여 인 의상에 아 리카의 통복의 느낌을 부

여하 다.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에서는 어두운 

컬러로 표 된 국 고유의 패 릭 패턴과 국 

통복 디테일이 사용되며 국풍을 표 하 다<표 

7>41)42).

2004년 S/S와 F/W시즌의 뉴욕 컬 션에서는 에

스닉한 작품이 보이지 않아, 많은 에스닉 작품이 보

던 2003년 S/S, F/W 시즌과 조 인 경향을 나

타냈다.

(5) 2005년 에스닉 패션 

2005년 S/S는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거 등장

하 다. 이러한 경향은 라노와 뉴욕 컬 션에서 모

두 나타났으며 특히 뉴욕 컬 션의 경우 2004년 

 나타나지 않았던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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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S/S F/W

유형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아 리카풍 국풍

디자인

디자이 에트로 에트로 에트로 모스키노 

컬 션 라노 라노 라노 라노

<표 7> 2004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국풍 일본풍 인도풍 인도풍

디자인

디자이 조지오 아르마니 란세티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란세티

컬 션 라노 라노 뉴욕 라노

<표 8> 2005년 에스닉 패션

나타났다. 이 시즌에는 아 리카풍을 심으로 일본

풍, 인도풍, 국풍,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순

으로 여섯 가지의 유형이 고루 선보 다. 그  가장 

많은 비 으로 나타난 아 리카풍을 해 로베르토 

까발리와 오스카 드 라 타 등은 아 리카 통 소

재의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을 선보 으며, 란세티

(Lancetti)는 기모노의 형태가 밝고 부드러운 컬러와 

실용 인 소재를 표 하 다. 한편 조지오 아르마니

의 컬 션에서는 국 통복의 디테일을 응용한 화

려한 팬츠수트를 선보이며 국 문화에 한 심을 

새롭게 표 하 다.

2005년 F/W시즌에는 라노에 비해 뉴욕 컬 션

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많은 보 다. 이 시즌

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선보 는데 특히,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의 컬 션에서는 인도 통복식의 문

양에서 나타나는 화려하고 섬세한 패턴이  시즌에 

비해 다소 무거워진 색감으로 표 되었다. 한 란세

티의 작품에서는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와 오버사이

즈의 목걸이 장식으로 인도풍이 표 되었으며, 그 외 

비씨비지 막스 아즈리아(BCBG Max Azria)의 작품

에서도 인도의 화려한 패 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소개되었다<표 8>43)44).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반 으로,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는 S/S시즌의 컬 션에 에스닉 유형이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이러한 경향은 라

노에서 시즌별 차이가 주로 컸으며, 뉴욕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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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

 SS 

아 리카풍  53 (27.4) 지안 랑코 페 , 막스 마라, 오스카 드 라 타

인도풍  22 (11.3) 알비에로 마티니, 에트로

아메리칸 인디언풍 38 (19.6) 트루사디, 안나 수이, 미소니

일본풍 37 (19.1) 란세티, 안토니오 마라스, 버나즈 사라포르

잉카풍 21 (10.8) 미소니, 에트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 자크 포센 

국풍  22 (11.3)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계 193 (72.2) 

FW 

아 리카풍 9 (12.1) 존 리치몬드, 미소니, 란세티

인도풍  21 (28.3) 다이안 본 퍼스탠버그, 에트로,

아메리칸 인디언풍  12 (16.2)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

일본풍  9 (12.1) 에트로, 안토니오 마라스

잉카풍  10 (13.5) 알비에로 마티니, 오스카 드 라 타

국풍  13 (17.5) 안토니오 마라스

계 74 (27.7)

총계 267 (100)

<표 9>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

라노 컬 션에 비해 시즌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년도별로 소개된 에스닉 작품의 수는 2001년 68 

작품, 2002년 58작품, 2003년 11작품, 2004년 7작품의 

작품이 보이며 에스닉 스타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2005년 93작품으로 격하게 증가하며 최근 

5년의 기간  가장 많은 수의 에스닉 작품이 보이

며 에스닉 스타일의 부활 경향을 보 다. 

3) 시즌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

연구 상이 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총 

20개의 시즌별로 각각의 시즌에 나타난 컬 션 경향

의 특성과 주요 디자이 에 해 살펴보았다<표 9>. 

시즌별로는 체 267 작품  S/S시즌에 나타나

는 에스닉 작품의 비 이 193, 72%로 F/W시즌보다

는 S/S시즌에 에스닉 유형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에스

닉 유형은 아 리카풍이었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

언풍, 일본풍의 유형 순으로 비 을 나타낸 반면,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비 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순이

었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난 아 리카풍은 지안

랑코 페 , 막스 마라, 오스카 드 라 타등의 디

자이 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며, 뉴욕 보다는 라

노 컬 션에서 많이 보 다. 아 리카풍 다음으로 

S/S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아메리칸 인디언풍은 트루

사디, 안나 수이(Anna Sui), 미소니 등의 디자이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 으며, 변형된 스트라이 를 

응용한 아메리칸 인디언 고유의 텍스타일 패턴과 

린지 등의 디테일로 표 되었다. 아메리칸 인디언풍

과 비슷한 비 으로 나타난 일본풍은 알비에로 마티

니(Alviero Martini), 에트로의 작품에서 많이 보 으

며 주로 패 릭 디자인이나 기모노 디테일의 응용으

로 표 되었다. 그 외 S/S시즌에는 인도풍, 국풍, 

잉카풍의 작품이 유사한 비 으로 나타났으며 잉카

풍의 경우 부분 라노보다는 뉴욕 컬 션에서 많

이 보 다.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 다이안 본 퍼스탠버그, 에트로 등의 디자이 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패 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을 소개하 으며, 뉴욕 컬 션에서 그 비 이 

라노 컬 션보다 크게 보 다. 인도풍 다음으로 국

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이 비슷하게 나타났

다. 국풍은 안토니오 말라스(Antonio Marras)의 

작품에서 주로 보 는데, 그는 국 통복을 미니스

커트로 변형시키며 화한 디자인을 선보 다. 아

메리칸 인디언풍은 주로 깃털장식을 디테일로 사용

한 디자인이 보 는데, 이와 같은 작품은 미소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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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션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

라노 

아 리카풍  46 (23.9) 지안 랑코 페 , 막스 마라, 로베르토 까발리

인도풍  28 (14.5) 알비에로 마티니, 에트로, 블루마린

아메리칸 인디언풍  39 (20.3) 트루사디,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

일본풍  33 (17.1) 란세티, 안토니오 마라스, 에트로

잉카풍  20 (10.4) 에트로, 미소니, 알비에로 마티니

국풍  26 (13.5)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계 192 (71.9)

컬 션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

뉴 욕 

아 리카풍  16 (21.3) 다이안 본 퍼스탠버그, 오스카 드 라 타

인도풍  15 (20.0) 다이안 본 퍼스탠버그, 오스카 드 라 타

아메리칸 인디언풍  11 (14.6) 안나 수이, 쿠스토 바르셀로나 

일본풍  13 (17.3) 버나즈 사라포르, 마크 제이콥스

잉카풍  11 (14.6)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자크 포센 

국풍  9 (12.0) 오스카 드 라 타, 비씨비지 막스아즈리아 

계 75 (28.1)

총계 267 (100)

<표 10> 컬 션별 에스닉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

베르토 까발리의 무 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외 잉카

풍, 아 리카풍, 일본풍의 순으로 F/W시즌의 에스닉 

유형이 나타났는데, 세 가지의 유형 모두 라노 컬

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총 20회에 걸친 컬 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

을 선보인 디자이 는 총 52명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

는 에트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즌에 걸

쳐 고르게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소개하며, 총 267 

작품  약 10%의 작품을 선보 다. 이것은 이국 인 

텍스타일 패턴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에트로의 고

유 컨셉에서 기인한 것이며, 에트로의 컬 션에서는 

인도풍의 패 릭 패턴과 동양 인 디테일, 아 리카풍

의 소품이 자주 등장하 다. 그 다음으로 에스닉 스타

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 는 미

소니 다. 미소니는 이국 인 이카트 기법의 스트라이

 패턴을 표하는 랜드 컨셉을 바탕으로 아 리

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 하 다. 따라서 

에트로, 미소니와 같이 고유 컨셉이 에스닉한 성격의 

디자이  컬 션은 트 드에 상 없이  시즌에 걸

쳐 에스닉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도풍을 주로 표 하는 오스카 드 라 타

와 아 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 한 로

베르토 까발리가 유사한 비 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 다. 그리고 일본풍, 인도풍, 잉카풍 등 

다양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을 선보인 알비에로 마티

니(Alviero Martini)와 주로 일본풍과 국풍 등 동양

의 이미지를 표 하는 안토니오 마라스, 그리고 아

리카풍과 일본풍의 작품을 주로 선보인 란세티 등이 

에스닉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 디자이 로 나타났다. 

4) 라노 컬 션과 뉴욕 컬 션의 비교

라노 컬 션과 뉴욕 컬 션 지역별로 나타난 에

스닉의 유형별 비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뉴욕 컬

션보다는 라노 컬 션에서 에스닉 작품이 2.5배

정도 많은 비 으로 나타나, 시크하고 실용 인 작품

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 션보다는 패션과 술작

품의 조화를 표 하고 있는 라노 컬 션 디자이

들이 에스닉 유형을 작품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표 10>. 

에스닉 유형 에서도 라노와 뉴욕 컬 션에서 

모두 아 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

으며, 라노 컬 션의 경우 아 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국풍, 잉카풍의 순서로, 

뉴욕 컬 션의 경우 아 리카풍, 인도풍, 일본풍, 아

메리칸 인디언풍과 잉카풍, 국풍의 순으로 에스닉 

유형의 비 이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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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유형 아 리카 아메리칸인디언 일본 인도 국 잉카

디자인

표

방법

소재

-아 리카 통 

소재의 패턴 

-자연  소재를  

이용한 표

-깃털, 가죽 등의

자연 인 소재

-거친 느낌의 면, 

모

- 택있는 실크 

새틴

-섬세한 자수 

린트

-가벼운 쉬폰

- 택있는 실크

-가벼운 쉬폰

-섬세하고 화려

한 패턴

- 택있는 실크

새틴

-화려하고 담

한 자수 

- 린트 패턴

-기하학 패턴의 

응용

-거친 느낌의 모

색상

-타투 응용한 검

정, 흰색의 조화

-황토계열

-흰색

-황토계열

-블루

-그린

- 스텔 계열 

-기모노 디테일의 

포인트 배색

-붉은 계열과 골

드 포인트 배색

-노랑, 빨강 등

의 화려한 색상

-자수, 린트 강

조한 무채색톤

-검정과 흰색 비

-원색 포인트와 

 간색 계열

디테일

-소재, 장신구에 

 통 액세서리 

 응용

-원피스 구조의 

 디자인 응용

-깃털, 가죽의 질

감을 살린 린

지 장식

-헤어밴드, 목걸

이 등 액세서리 

응용

-기모노 V네크

라인

-기모노 소재 패

턴과 오비장식 

 응용

-사리응용 원피스 

-까미즈응용 셔츠

-차이니즈 칼라

-치 오응용 원

피스

-기하학 패턴의 

단장식과 액세

서리

-망 , 담요를 

 두른 실루엣과 

 디테일 응용

디자

이

라노

-지안 랑코 

 페

-막스마라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스포츠막스

-란세티

-트루사디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알 산드로 아

롬보

-블루마린

-스텔라 커던트

-안토니오 마라스 

-란세티 

-에트로 

-모스키노 

-막스마라

-알비에로 마티니

-블루마린 

-에트로 

-엠포리오 아르

마니 

-지안 랑코 페

-안토니오 마라스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미우 미우

-미소니 

-에트로 

-알비에로 마티니 

-에 리오 푸치

뉴욕

-다이안 본 퍼

스탠버그

-오스카 드 라 

 타 

-알 산더 헤르

코비치

-안나수이

-안나수이 

-쿠스토 바르셀

로나 

-제 미 스콧

-버나즈 사라포르

- 로 자 슐러 

-마크 제이콥스 

-마이클 코어스

-다이안 본 퍼

스탠버그 

-오스카 드 라 

타 

-비씨비지 막스

아즈리아 

-마이클 코어스

-오스카 드 라 

 타 -비씨비

지 

 막스아즈리아 

-이미테이션 

 오  크라이스

트

-오스카 드 라 

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자크 포센 

-안나 수이

<표 11> 에스닉 패션 유형별 디자인작품과 디자이

컬 션 지역별로 에스닉 작품이 많이 나타나는 시

즌은 라노와 뉴욕 컬 션 모두 S/S시즌으로, S/S

시즌에는 F/W시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 의 에

스닉 작품이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이 의 비

 역시 라노 컬 션과 뉴욕 컬 션에 따라 차이

를 나타냈다. 연구 자료로 사용된 작품의 총 52명의 

디자이   라노 컬 션의 디자이 는 34명, 뉴욕 

컬 션의 디자이 는 18명으로 라노 컬 션의 디

자이 들이 에스닉 이미지를 작품에 즐겨 표 하고 

있었다. 

라노 컬 션의 디자이   에스닉 이미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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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 는 에트로,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의 순이었다. 라노 컬 션

에서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많은 작품을 소개한 

디자이 에 한 결과는 앞서 언 한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의 비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라노 

컬 션의 디자이   작품 비 이 뉴욕 컬 션보다 

월등히 높아 체 인 결과에 큰 향을 주었기 때

문이다.

뉴욕 컬 션의 경우 인도 유형의 작품을 주로 선

보이는 오스카 드 라 타의 컬 션에서 에스닉 작

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다이안 본 퍼스탠버

그는 S/S시즌에는 아 리카 유형을,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을 선보이며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을 주로 

선보이는 안나 수이와 함께 많은 비 의 에스닉 작

품을 선보이는 뉴욕 컬 션의 디자이 로 나타났다.

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 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 션보다는 패션과 

술작품의 조화를 표 하고 있는 라노 컬 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 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그리고 2004년 뉴욕 컬 션에서는 에스닉 유

형의 작품이 S/S시즌과 F/W시즌에서 모두 나타나

지 않으며 뉴욕 컬 션에서의 에스닉 유형의 퇴조를 

의미하는 듯 하 으나 이어지는 2005년 S/S시즌에 

오히려 뉴욕에서 라노 컬 션보다 많은 수의 에스

닉 작품이 선보 고 이러한 경향이 F/W시즌에도 이

어지며 뉴욕 컬 션 디자이 들의 에스닉에 한 

심이 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닉 패션 유형별로 디자인 작품과 표 방법, 

디자이 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Ⅴ. 결론

다변화된 사회와 매체의 발달, 자연으로 희귀하고

자 하는 인간 본심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패션의 미  기 은 서양 심의 문화에서 원시 이

거나 익숙지 않은 다른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

한 시  흐름에 따라 에스닉 이미지는 토털패션을 

표 하기 한 요한 미 기 으로 각 을 받게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패션에 한 개념을 고찰하

고 에스닉 패션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하여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타 포르테 컬 션의 작품  에스닉 이미지의 

작품 총 267 디자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 이미지를 아 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국, 잉카의 여섯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 다.

에스닉 패션 유형  아 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

도, 국, 잉카 유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년도별 변화추이는 2001년, 2002년에 비해서 

2003년, 2004년에는 감소하 으나, 2005년에 2001년

보다 30%이상 증하 다.

셋째,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 S/S시즌에 에스

닉 패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S/S시즌에는 아

리카 유형이,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넷째, 라노와 뉴욕의 컬 션을 비교해보면, 2001

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 인 작품을 주

로 선보이는 뉴욕 컬 션보다는 패션과 술작품의 

조화를 표 하고 있는 라노 컬 션에서 월등히 많

은 비 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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