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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clothing-behavior for the same occasions in terms of a cross-

cultural context. It analyzed clothing items worn by TED speakers via video at TED.com in the US, UK,

France, Japan, and South Korea from October to December 2012. An analysis on the 233 videos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merican speakers wore casual items on the top and formal wear

on the bottom. Most British speakers wore the same styles on the top and the bottom outfits such as ‘for-

mal-top & formal-bottom’ or ‘casual-top & casual-bottom’. French speakers chose mix and match styles.

Japanese and Koreans selected the same styles on the top and the bottom outfits such as ‘formal-top & for-

mal-bottom’ or ‘casual-top & casual-bottom’. In particular, Japanese speakers selected various casual items

more than other countries' speakers. Korean senior speakers had a preference to wear more formal clothing

and young people liked more casual attachments. This study found that clothing attachments differed by

cultural context and generation.

Key words: Clothing-behavior, Attachment, Item, TED speaker, Cross-cultural context; 의복행동, 착장,

아이템, TED 강연자, 비교문화

I. 서 론

복식은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문화의 하

위 체계로 설명되고 있다(Hamilton, 2004). 문화로서 패

션의 의미는 20세기 후반 하위문화 스타일과 포스트모

더니즘 패션의 부상 이후에 비로소 부각되었는데(Kim,

2004), 패션은 몸에 관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수행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 문화의 핵심 표상으로

조명되고 있다(Song, 2008). 글로컬리즘(Glocalism)으로

대표되는 21세기는 국가의 구분 없이 공유되는 문화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이

다. 복식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의 양상과 국가별로 드러나는 고유한 특징이 공존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19세기 산업화를

거쳐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복식은 패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되었고, 복식과 패션은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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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삶의 양식과 소통의 수단으로서 문화의 핵심으

로 자리 잡았다.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은 더욱 글로벌화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의 패션 트렌드는 더욱 유사해지

면서 서로 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Song(2008)

은 패션에 관한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

의 문화 정체성은 문화의 여러 하위요소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 국가 안에서 국

민의 자기 인식 내지 집단적 정체성은 한 무리의 사람들

이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함께 하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전

통은 타 문화와 구별되는 한 사회의 문화 정체성으로서

고유성과 연속성을 갖는다. 복식 또한 인류학적 문화 개

념에서 전통적인 문화로 볼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복식

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도 역시 그 국가의 문화적 배

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다.

Craig and Douglas(2006)는 물질 문화는 관습, 인공물,

인식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으로 구체화되며, 물질 문화

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성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물건이나 가족, 또는 사회가 소유한 대상을 통

해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복식과 패션을 물질 문화의

산물로 볼 때, 의복을 착용하고 활용하는 인류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에 적합

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변형하였다. 결과적으로 현대인

들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의복의 형태를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착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의복은 단순한 착용

의 의미를 넘어 상황에 맞는 옷을 적합하게 갖추어 입

음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상대방에

게 전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 의복의

역할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대상으로서 의복의 효과

를 연구한 O'Neal and Lapitsky(1991)의 연구를 통해서

도 설명된다. O'Neal and Lapitsky(1991)는 의복이 적합

한 상황에 맞게 착장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의복의 외관

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

한 설명으로 의복선택의 부적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은 옷 그 자체보다는 상황을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

황에서 드러난 의복선택의 차이는 곧 해당 의복이 갖는

비언어적 의미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그 차이의 이면

엔 문화적인 배경이 존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주제의 무료 공개 강연이 젊은 층 사이

에서 매우 인기이다. 이를 촉발시킨 TED는 비영리를 목

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강연회이며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연구

자들은 세계에서 열린 TED의 강연을 접하며, 강연자의

옷차림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강연

주제에 따른 차이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앞

서 미국의 TED 강연을 분석하여 강연 주제별 착장 방식

을 비교하였고, 분야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

음을 살펴보았다(Youn & Lee, 2013).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옷차림이 상당히 캐주얼하게 느

껴진다는 점과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후속연구로 국가별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의복선택 행동은 상

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TED 강연이라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 하에

서도 의복선택에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는 의복선택의

배경인 문화적 특수성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강연자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정신적, 물질적으

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환경적 요소가 문화이

기 때문에 직, 간접적인 문화적 경험에 따라 특정한 의

복선택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TED 강연은 연구대상의 TPO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비교문화 연구의 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며, 일반적으

로 공식 석상을 위한 옷차림은 패션 트렌드가 많이 반영

되는 일상복과는 다르게 더욱 보수적인 기준에서 선택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별 차이를 보다 엄격

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TED 강연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강연자들이 선택한 의복의 착장 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가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이 TED 강

연이라는 공통된 상황에서 의복선택 행동의 국가별 차

이가 실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복식 문화적 배경에 따

라 해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선택 행동의 의미

의복 변화가 주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은 Kr-

oeber, Flügel, Laver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Carter, 2003). 특히, Kroeber(1919)는 1863년

기차의 등장 그리고 Grecian bend가 소개된 1872년과 같

은 역사에서 문화적 요소들이 옷의 스타일의 변화에 영

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의복의 역사는 획일적 의지

와 행위가 표출된 역사적 사건들과 다른 함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의복의 변화는 일반적인 역사적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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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개로 그 자체의 주기적인 변화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만들

어낸 행위들과 오랜 기간 옷의 트렌드가 단기간에 등장

하고 사라지는 것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

다(Barthes, 1993). 이처럼 의복의 형태는 당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되어 가는 역사를 담는다.

현대 사회에서 의복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대

상이 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에 사회적 스타일

이라고 통칭되는 개념의 복식이 사라짐에 따라 의복이

개개인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대상으

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Tseëlon, 1995). Shi-

lling(2003)은 패션이 “자아를 표현하는(performing self)”

것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는 신체를 통해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을 강하게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의식적 또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캔버스로 사용하고 있다(Clancy,

2008; Goffman, 1961; Shilling, 2003; Stone, 1962).

옷의 스타일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진행

되는 내재된 법칙을 밝히거나 순서를 예측하거나 그 현

상들을 정량적으로 잴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Car-

ter, 2003). 패션은 영원히 존재하거나 규칙적인 순서에

의해 진행되지도 않으며, 때로는 시대를 거스르거나 새

로운 문화와 만나 기존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 속으로

녹아들고 뒤섞이면서 그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의복의 형태는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

으로 더 빈번한 교류를 통해 의복 스타일에 있어서 더

욱 비슷한 흐름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

복은 각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매체이며, 문화 및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의 축적과 함께 변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복의 선택과 착용에는 역사적, 문

화적 배경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다.

2.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한 수트에서 캐주얼

웨어까지 착용 변화

1) 간소화된 복장을 위한 수트의 탄생: 17세기

일반적으로 패션이 탄생한 곳은 프랑스 파리로 세계

최초의 패션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다. 파리 패션의 헤게

모니는 17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내에서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프랑스 패션이 세계적으로 유행함과 더불어 패

션이 부와 럭셔리, 권력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고, 17세

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복식에서 고도의 예술성과 장식

이 상류계급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Time, 1955, as

cited in Lauer & Lauer, 1981, p. 195). 형식을 갖춘 현대

의복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수트(suit) 역시, 17세기 유럽

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초기 수트는 기존의 거추장스럽

고 복잡한 착장 방식의 의복을 좀 더 간소화하여 활동

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전형적

인 남성복 스타일은 소매의 커프스를 크게 접고 앞을

채우지 않은 코트풍 드레스 코트와 허리길이의 조끼,

무릎이 덮일 정도의 반바지 형태인 큐롯(culottes) 바지

로 지금의 수트와는 다른 형태였지만, 현대의 수트 구조

가 셔츠와 넥타이를 갖춘 코트, 조끼, 브리치라는 당시

의 남성복 착장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수트

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 실크와 같이

아주 화려한 원단을 주로 사용했던 남성복은 30년 전

쟁을 통해 단순하고 절제된 경향으로 흐르면서 원단 역

시 검소하게 변화되었다(Hollander, 1993).

수트는 원래 남자의 양복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그 기

능성이 좋아 급속히 일반화된 후 여자의 운동복으로 적

용되다가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를 시초로 오늘날

의 정장용 복장이 되었다(Laver, 1995). 현대에 와서 수

트는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을 일컫는 말로, 간

단히 상 ·하의를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으로 정

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상의(코트 또

는 재킷) ·조끼 ·바지의 3가지로 조합된 신사복이고, 여

자의 경우는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의 한 벌을 말한다.

특히, 성인 남자용의 신사복은 보편적인 평상 양복을 말

한다. 이에 대한 기원은 영어의 라운지 수트(lounge suit),

비즈니스 수트(business suit)이고, 미국에서는 이것이 통

모양의 자루와 같다 하여 색 수트(sack suit)라고 하며, 영

국에서는 편한 옷이라는 뜻에서 라운지 재킷(lounge ja-

cket)이라 하였다. 즉, 17세기 이전, 남성과 여성 모두 옷

차림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과장되며 착장 형태 역시

복잡했던 서구 국가에서는 수트란 기존의 복잡한 착장

방식의 의복의 형태가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서 17세기

이후 더욱 간편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포멀웨어로서의 수트 그리고 기성화: 18~19세기

남성 수트의 대표적 본 고장인 영국은 브리티시니스

(Britishness)와 잉글리시니스(Englishness)로 언급되는 ‘영

국적 정체성’ 혹은 ‘영국적 고유성’을 강조하였다(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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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o, 2002). 영국은 일찍부터 양모와 염색하지 않은 모

직물인 백포(calico)가 발달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영국

의 모직물 위주의 수출품은 원면을 수입하여 면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면직물, 면제품으로 전환되게 되었

다. 이러한 섬유, 텍스타일 공업은 발달은 자연스럽게

영국 의류 산업(모직물, 니트 웨어 등)의 발달을 가져왔

고, 영국 신사복의 전통은 근대 서양 남성복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또한 실크로 만들어진 수트

를 착용했던 프랑스와 달리, 모직물 산업의 강국이었던

영국은 자국의 모직물 산업육성을 위해 보다 실용적인

모직물의 수트를 제안하였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모직물이 화려한 실크로 만들어진 수트를 대체하면서

프랑스에서 확립된 상의(코트 또는 재킷), 조끼, 바지의

형태에 영국의 모직물이 더해져 현대의 실용적인 모직

물 남성 정장이 이 시기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남성복의

주요 소재로 부상하게 된 모직물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공급하게 되고 남성복이 보다 실용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패션의 중심지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18~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제국으로서 영국의 정치

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확립된 영국 패션은

영국 사회의 보수적, 계급적 특성을 반영하게 되었고

보수적 전통을 나타내게 되었다(McRobbie, 1998). 영국

복식에서 영국 신사복 문화와 엄격한 드레스 코드의 전

통성은 현재까지 영국 상류층 패션 문화의 핵심적 측면

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영국 귀족 문화와 사교계 엘리

트 문화에서의 격식과 예를 갖추는 에티켓 문화에 근간

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사복형의 재킷은 1848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라운지 재킷 또는 용도에 따라

서 시사이드 재킷(seaside jacket) 등으로 부르던 것이며,

그것이 상하 같은 천의 수트로 정착한 것은 60년대이고

일반화된 것은 90년대 이후이다(Laver, 1995).

미국의 경우에도 패션은 국가적 신념과 가치, 국민적

삶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La-

uer & Lauer, 1981). 청교도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19세

기에 진행된 복식 개혁에 대한 담론을 촉발시켰으며, 당

대 많은 복식 개혁가들과 애국주의자들이 프랑스 패션

에 대해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청교도적 단순성과 실

용성의 가치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Whitaker,

2007). 19세기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기성복 대량 생

산 체계와 대중 소비 계층이 확립되는 과정은 미국인들

의 삶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품질 좋고 저렴한 옷

에 대한 미국인들의 열망을 가능하게 한 기성복 생산은

남성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성 기성복은 변방의 육

체노동자들을 위한 기능적인 기성복 작업복과 도시 비

즈니스 사무원 계층을 위한 기성복 비즈니스 수트 등 각

자의 삶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발전되었다(Green, 1997).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사복의 형태가 평상 근무

복으로까지 정착하였다. 신사복은 이 시기에 정형화된

형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이

고정적이며 바지통의 너비 정도만 변화하였는데(Chae,

1996), 이는 유행에 따라 크게 변화한 여성복과 큰 차이

를 보인다.

3) 캐주얼 수트의 등장: 20세기 중반

수트의 형태가 지나치게 넓은 통과 헐렁한 재킷으로

변형된 주트 수트(zoot suit)는 1940년대 미국 젊은 흑

인과 라틴계 남자들이 과시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여,

1952년에는 영국의 십대 불량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변화의 폭

이 크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트 수트는 그 형태가 빠르

게 변화하였고 단기적으로 확산되었다(Gunn & Calho-

un, 2012). 상향 전파의 형태를 보여준 주트 수트와는

반대로 아이비리그(Ivy League) 스타일은 19세기 초반,

미국의 엘리트층이 다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가들에서

많이 착용된 형태가 만들어낸 스타일이다. 슬림한 직선

형 바지와 버튼다운 셔츠에 스웨터를 받쳐 입거나 라운

드 셔츠 위에 헤링본 재킷을 걸쳐 입는 스타일이 대표

적이다. 1950년대에는 하이웨이스트 바지 형태에 듀폰

(DuPont)사에서 나온 신소재로 만든 ‘Sta-Press’가 유행

하였다(Marsh & Gaul, 2010).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일본

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Heibon Punch’라고도 불린 이

스타일은 1964년 여름 ‘Miyuki-zoku’라고 불리는 젊은

이들 집단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버튼다운 옥스퍼

드 셔츠, wing-tip 가죽 신발, 쓰리버튼 수트 재킷, 하이

웨이스트 바지를 입었다. 이 모든 스타일은 극단적으로

슬림하게 착용되었다(Marsh & Gaul, 2010).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기존의 형식을 갖춘 수트의 개념을 많이 완화

시켰으며, 다양한 셔츠 아이템이나 스웨터에 코듀로이,

헤링본 등의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재킷을 매치하는

새로운 룩을 선보였다.

4) 고급 캐주얼 웨어의 대두와 일본 패션의 등장: 20세

기 후반

1950~6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은 여성복에서는 여성

운동과 복식 개혁 운동, 스포츠 문화의 성장을 배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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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Welters & Cunningham, 2005). 이 시기에는 자

유와 건강성을 추구하면서 격식이 완화된 복장이 유행

하였다. 1950년대 아메리칸 스포츠 웨어는 미국 여성들

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프랑

스의 예술성과 대비되는 실용성과 캐주얼한 편안함을

아메리칸 스타일의 가치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상류층 여성들의 취향과 상호

작용하면서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의 이념적, 형식적 전

통으로 계승되었고 ‘아메리칸 심플리시티(American sim-

plicity)’의 전통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고급 천연소재

를 사용하면서도 무채색, 솔리드 컬러에 기본적인 고전

적 실루엣으로 단순함과 순수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은

20세기 후반 미국을 대표하는 미니멀리즘과 함께 심플

하고 모던한 미국적 고급 취향으로 확립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는 해외 디자이너들의 진출에 대해 개

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프랑스 패션

은 다른 국가와 더욱 차별화된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

하게 되었다. 패션의 창의성과 차별성에 대한 추구는 현

재의 프랑스 패션에도 나타나는데, Chae(2010)는 불규칙

적인 실루엣과 독특한 소재의 사용, 비대칭적 디테일의

혼용이 프랑스 패션의 창의적인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이라고 언급하였다.

1970~80년대의 일본 패션은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이르러 급진적 모더니즘을 지향

하는 아방가르드 패션 창조자들을 통해 일본의 문화 정

체성을 세계 패션계에 깊이 각인시켰다. 1980년대 파리

무대에서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로 부상한 Issey Miyake,

Rei Kawakubo, Yohji Yamamoto는 당시 패션 시스템이

고수하던 오랜 인습에 대항하여 급진적인 반동과 차이

들을 명시하면서 성공을 이루어 내었고, 이는 일본 아방

가르드 패션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 냈다(Song,

2008). 또한 일본의 미의식으로 대변되는 젠 스타일(Zen

style)이 일본의 고유 스타일로 확립되었는데, 젠 스타일

은 일본의 독특한 종교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정신(pure experience)을 담고 있다(Sharf, 1993). 또한 일

본의 디자이너들은 야나기 무네요시(as cited in Yoon,

2001)에 의해 언급된 무로마치 시대에 ‘무채(無彩)의 표

정’을 일본의 색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무채색을 일본의 지

배 계층인 무사 계급의 사무라이의 근검, 절제의 정신과

연결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회색조의 무채색은 현대 패

션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다.

한국은 19세기 개화기 전까지 신분에 따라 복식에서

엄격하게 차이가 났으며, 서양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입었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양 복식이 도입되고 한국

에 외국 사절단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서

양복이 전파되었다(Kum, 2002). 1980~90년대부터 한국

의 패션은 고급화, 개성화되었으며 패션 스타일이 다양

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본격적인 캐주얼 웨어 시대가 열

리게 되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영향으로 스포츠 웨어

가 일상복이 되는 경향이 나타기도 하였으며, 서구 패

션의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모드가 정립되면서 유

행이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다(Lee, 2005). 21세기가 가

까워지면서 한국의 패션은 세계화와 아시아 시장의 성

장으로 해외 브랜드가 유입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유행

하게 되었다.

5) 캐주얼 웨어의 의미 변화: 21세기

1930년대까지 대학가에서 티셔츠는 스포츠 웨어의 상

징으로, 스포츠에서 팀의 일체감과 훈련의 효율성을 높

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로 넘어

오면서 티셔츠는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Steele, 2010).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인물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재킷 없이 셔츠나 티셔츠만을 입거나 혹은 청바지를 입

는 복장을 보여주면서 티셔츠는 일상복을 넘어선 개념

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Youn & Lee,

2013).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된 것 또한 스포츠 웨어가 확장된 배경

이 되었다. 특히,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기존의 형

태에서 크게 변화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형태도 다양화

되었고 이와 함께 아웃도어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한국

의 스포츠, 레저 산업은 급팽창하였고, 소득 수준의 향

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스

포츠 레저 문화가 형성되었다(Lee, 2002). 이러한 라이

프스타일의 추구는 기존 미국 문화에서 나타난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패션 의식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세계 패션 시장 역시 스포츠와 캐주얼을 중심으로 꾸준

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대 의복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세계인들이 공개 석상에서 선택하는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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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국가별 복식 문화적 배경에 따

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ED 공개 강

연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옷차림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대륙별로 매우 클 것이 예

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 중 문화적

정체성이 매우 강한 프랑스와 영국을 대상 국가로 선정

하였으며,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미국을 선정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문화 정체성이

확실한 일본을 선정하였다.

동일 시점의 강연자 착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에서 개최된 강연 중 2012년 10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TED.com에 게시된 파

일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Youn & Lee, 2013)

에서는 미국 강연 영상이 주를 이룬 대표 페이지의 자료

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분석을 위해 ‘br-

owse talks by country’ 페이지(http://tedxtalks.ted.com/br-

owse/talks-by-country)를 이용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한

국, 일본의 각국 TED 강연 동영상 파일을 대상으로 강

연자의 의복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단, 국가에 따른 문

화적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타국 강연자의 초

빙 강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춤, 음악 등의 짧

은 공연으로만 구성되어 공연의상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

우와 이 외에도 강연자에 대한 화면 없이 애니메이션만

등장하는 강연이나 해당 기간에 게시되었지만 촬영 시점

이 2012년 이전인 강연 등 최근의 강연자 의복 스타일

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들은 제외하였다. 이

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영상들을 수집하여 최종 분

석에는 총 233편의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초빙된 강연자들이 많아 타 국가에 비해 자

국 출신 강연자가 적었기 때문에 33편을 수집하였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은 각 국가별로 50편씩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자들은 영상을 본 후 선행연구(Youn & Lee, 2013)

의 내용분석과정에 따라 상하의별로 복종, 포멀/캐주얼

구분, 색상, 디자인 및 소재 특성에 대해 내용분석표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상의의 경우, 셔츠와 재킷

등 두 개 이상의 아이템을 착장한 경우에는 아우터(ou-

ter), 이너(inner)1, 이너2 등으로 세분화하여 입력하였다.

이 외에도 강연 제목, 강연 분야, 강연자, 강연자 국적 등

의 항목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착장 형태를 이해하기 위

해 상/하의별로 정장과 캐주얼 아이템 중 무엇을 선택

하였는지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조합, ‘포멀 웨어(상의)-

포멀 웨어(하의)’, ‘포멀 웨어-캐주얼 웨어’, ‘캐주얼 웨어-

포멀 웨어’, ‘캐주얼 웨어-캐주얼 웨어’를 구분하였다. 구

체적인 착장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복종 역시 상

하의 조합에 따라 아우터 복종+이너 복종-하의 복종의

순으로(예시, Jacket+Shirts - Formal Pants) 추가 데이터

를 작성하였다.

IV. 결 과

내용분석 및 통계결과를 통해 공개 석상에서의 옷차

림이 상/하의 모두 격식을 차린 정장에서 다소 캐주얼하

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각

국가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연자의 착장 스타일 분석

전체 강연자 233명의 착장 스타일은 상/하의 모두 격

식을 갖추지 않은 캐주얼한 착장의 빈도가 109명(46.8%)

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상/하의 모두 포멀 웨어로 격

식을 갖춘 착장의 빈도도 70명(30.0%)으로 다음을 차지

하여, 상의와 하의의 스타일이 상이한 경우는 전체의

23.2%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의로 포멀한 의

상을, 하의로 캐주얼한 착장을 한 경우가 35명으로 15.0%

였으며, 상의로 캐주얼한 의상을, 하의로 포멀한 착장을

한 경우가 19명으로 8.2%로 나타났다. 착장 스타일별로

높은 빈도를 보인 구체적인 아이템 조합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상/하의를 모두 캐주얼 웨어로 착용한 경우는 남방류

의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의 조합을 입은 강연자가 가

장 많았다(17.1%). 다음으로는 캐주얼 원피스 차림과 티

셔츠와 캐주얼 바지의 조합이 각각 9.0%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티셔츠와 청바지의 조합, 니트 풀오버와 캐

주얼 바지의 조합, 티셔츠 위에 점퍼나 캐주얼 재킷을

입고 청바지를 입은 조합이 뒤를 이었다. 상 ·하의 모두

캐주얼한 차림인만큼 가장 다양한 아이템의 조합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상의에 가장 많이 착용한 아이템은 셔

츠였다. 남방류의 캐주얼 셔츠를 단품으로 입거나 셔츠

위에 캐주얼한 아우터나 니트 풀오버를 매치한 경우가

33건(29.7%)으로 강연자가 상/하의에 모두 캐주얼한 아

이템을 착장할 때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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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셔츠는 포멀한 스타일의 대표 아이템임을

고려할 때 특이할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이비

룩의 영향에 따른 캐주얼 수트 착장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캐주얼 착장으로 니트 풀오버나 니트 카디

건을 착용한 경우가 전체 23명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

는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상/하의를 모두 포멀 웨어로 착용한 경우는 재킷과 셔

츠, 바지로 이루어진 수트 차림의 빈도가 전체의 55.7%

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포멀 셔츠와 바지의 조합이

17.1%로 뒤를 이었으며, 수트 차림에 셔츠가 아닌 블라

우스 등의 다른 이너 아이템을 매치한 경우나 포멀 원

피스를 입은 경우가 각각 5.7%로 나타났다. 포멀한 스

타일의 착장을 선택하는 강연자들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스타일에 있어서도 다소 변형된 가

벼운 스타일보다는 전통적인 수트 착장을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의로 포멀 웨어를, 하의로 캐

주얼 웨어를 선택하는 경우는 주로 청바지 위에 포멀 재

킷을 갖추어 입은 스타일이었으며, 이너웨어는 포멀 셔

츠, 캐주얼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로 다양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착장은 재킷과 셔츠, 청바지의 조합으로,

상의는 포멀하고 하의는 캐주얼하게 착장한 강연자의

1/4 이상이 이러한 착장을 선택하였다. 상의로 캐주얼 웨

어를, 하의로 포멀 웨어를 선택한 경우는 19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그 중에서는 캐주얼 재킷과 셔츠, 포멀한 바지

의 조합을 선택한 강연자가 4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고, 니트 풀오버, 캐주얼 셔츠와 포멀한 바지의

조합이 각각 2명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상의를 캐주얼

한 스타일로 착장했지만, 개별 아이템으로는 재킷, 셔츠

등의 일반적으로 포멀 아이템으로 분류되는 의복을 입

음으로써 격식을 갖춘 옷차림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상/하의 중 상의에 포멀 웨어를 선택한

강연자들은 청바지, 치노바지(chinos), 타이트한 컬러 바

지 등 매우 자유로운 스타일의 캐주얼 하의를 코디하는

반면, 하의에 포멀 웨어를 선택한 강연자들은 티셔츠와

같이 자유로운 스타일의 상의보다는 디자인이 캐주얼

한 재킷이나 셔츠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즉, 하의는 아

이템과 디자인의 선정이 모두 자유로운 반면, 상의는

디자인의 선정은 자유로우나 아이템의 선정은 아직 한

정적임을 보여준다.

2. 국가별 스타일 분석

앞서 TED 강연자들이 선택한 옷차림을 분석한 결과

캐주얼 웨어의 광범위한 착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별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트의 도입 시기와

그 배경, 캐주얼 웨어에 대한 사회적 의미에 따라 캐주

얼웨어의 착장 정도 및 착장 아이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다

섯 국가 남성 강연자의 국가별 착장 스타일에 대한 빈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강연자의 착장 방식은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χ
2
=24.99, p<.05). 구체적인 차이는 국가별로 살

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상/하의 모두 캐주얼한 착장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기

대빈도는 46.7%인 반면 실제로 관찰된 빈도는 미국 강

연자의 33.3%에 그쳤다. 이는 캐주얼에 대한 비선호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하의 모두 포멀한 착장(27.3%), 상의

는 포멀하고 하의는 캐주얼한 착장(21.2%), 상의는 캐

주얼하고 하의는 포멀한 착장(18.2%)과 상/하의가 모두

캐주얼한 착장에 대한 고른 선호로 볼 수 있다. 다른 국

Table 1. Frequency of preferred coordination

Frequency of preferred coordination

1
st

2
nd

3
rd

Casual-

Casual

Casual Shirts

- Jean Pants

19

(17.1%)
Casual Dress

10

( 9.0%)

T-shirts

- Casual Pants

10

( 9.0%)

Formal-

Form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39

(55.7%)

Shirts

- Formal Pants

12

(17.1%)

Formal Dress/

Jacket+Blouse

- Formal Pants

4 / 4

( 5.7%/

  5.7%)

Formal-

Casual

Jacket+Shirts

- Jean Pants

9

(25.7%)

Jacket+T-shirts

- Jean Pants

6

(17.1%)

Shirts

- Casual Pants

6

(17.1%)

Casual-

Formal

Casu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4

(21.1%)

Knit Pullover

- Formal Pants

2

(10.5%)

Casual Shirts/

T-shirts

- Formal Pants

2 / 2

(1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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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경우, 쏠림 현상이 분명한 반면 미국은 비교적 그

차이가 적다는 것은 비즈니스 수트와 스포츠/캐주얼 룩

이 공존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의로 캐주얼한

아이템을, 하의로 포멀한 아이템을 선택한 착장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서구 국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 <Table 3>

에서 나타났듯이 캐주얼 재킷과 셔츠, 포멀 팬츠의 코

디가 대부분으로 아이비 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선호 색상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강연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상의로는 그레이(n=4),

화이트(n=3), 블루(n=3), 브라운, 베이지, 핑크, 오렌지,

블랙, 남성의 하의로는 그레이(n=6), 블랙(n=4), 네이비

(n=3), 블루, 화이트, 그린, 베이지, 브라운 등 매우 다양

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는 상/하의 모두 블랙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타일이

다양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디자인의 옷차림이 허용되

는 대신에 색상을 통해 격식을 갖추는 경향이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미국 강연자들이 선호하는 착장 방식은

<Table 3>과 같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 남성 강연자는 <Table 2>에서와

같이 타 국가에 비해 상/하의의 스타일을 포멀 웨어나

캐주얼 웨어로 통일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의 캐주얼 착장의 경우, 54.0%로 나타나

전체 강연자의 절반 이상이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영국 외의 나머지 국가의 평균은 44.8%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분명하였다. 상/하의 포멀 착장의 경우 역시, 전

체 강연자의 30.0%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나 프

랑스에서 관찰된 빈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미국이

나 프랑스의 남성 강연자와는 달리 포멀한 웨어와 캐주

얼한 웨어를 ‘믹스 앤 매치(mix & match)’하기보다는 수

트를 입거나 캐주얼 웨어를 입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 상

하의 통일된 느낌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구 국가보다 일본, 한국과 더 유사한 성향을 보

이는 것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국 포멀 웨어의 영향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스타일 통일 성향은 영국 사

회의 보수적, 계급적 특성이 현대 영국 패션 양식에 반

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착장 방식을 살펴보면 <Table 4>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하의 모두 포멀 웨어를 입는 경

우, 타 국가와는 다르게 재킷, 셔츠, 정장 바지의 정통 수

트 차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n=9), 이

는 영국 복식에서 영국 신사복 문화와 엄격한 드레스

코드의 전통성이 현재까지 영국 패션 문화의 핵심적 측

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 특히

<Fig. 1>과 같이 넥타이까지 갖춘 강연자가 다수 관찰

된 것 역시 신사복의 엄격한 문화를 드러내는 예이다.

색의 선택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보수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상의로는 그레

이(n=9)와 블랙(n=9)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하의로는

Table 2. Frequency of style by nationality

Nationality
Frequency

Casual-Casual Formal-Formal Formal-Casual Casual-Formal χ
2

USA (n=33) 11 (33.3%) 09 (27.3%) 07 (21.2%) 6 (18.2%)

24.99

(p=.02)

UK (n=50) 27 (54.0%) 15 (30.0%) 04 ( 8.0%) 4 ( 8.0%)

France (n=50) 26 (52.0%) 11 (22.0%) 12 (24.0%) 1 ( 2.0%)

Japan (n=50) 23 (46.0%) 18 (36.0%) 02 ( 4.0%) 7 (14.0%)

Korea (n=50) 22 (44.0%) 17 (34.0%) 10 (20.0%) 1 ( 2.0%)

Table 3. Preferred coordination for American speakers

The most preferred coordination

1
st

2
nd

Casual-Casual Dress Knit Pullover - Casual Pants

Formal-Formal Shirts - Formal Pants Jacket+Shirts - Formal Pants

Formal-Casual Jacket+Shirts - Jean Pants Shirts - Jean Pants Shirts - Casual Pants

Casual-Formal Casu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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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n=1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상/

하의 모두 블랙(n=10)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서구 국가인 미국, 프랑스에

비해 영국에서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색상선택에서도

격식을 차리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선호 착장 방

식은 <Table 4>와 같으며, 상/하의의 조합이 포멀/캐주

얼, 캐주얼/포멀인 경우는 각각 4건으로, 모두 서로 다

른 착장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프랑스 강연자의 복장에서는 프랑스가 현대 패션의

태동지인 만큼 가장 세련되고 자유로운 스타일이 확인

되었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

적으로 다른 국가의 강연자에 비해 상/하의의 조합을 포

멀웨어로 갖추어 입은 경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 스타일

선택의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의 모두 포

멀한 착장의 관찰빈도는 프랑스 강연자 전체의 22.0%

로 기대빈도(29.8%)보다 낮았다. 특이한 점은 상의를 포

멀하게 착장하면서 하의에 캐주얼한 아이템을 선택한

경우는 24.0%로 다른 국가(평균 12.6%)에 비해 비중이

높았으나, 상의로 캐주얼한 아이템을, 하의로 포멀한 아

이템을 선택한 착장은 단 한 건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수트와 같이 상/하의

에 격식을 갖춘 스타일보다 ‘믹스 앤 매치’를 선호하지

만, 남녀 관계없이 상의를 포멀하게 입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의 착장만 살펴보았을 때도 <Fig. 2>와 같이 상

의에 포멀한 재킷을 걸치고 하의를 캐주얼하게 입은 경

우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포멀한 셔츠에 캐주얼한 코튼

팬츠나 진 팬츠를 입은 형태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미

국이나 영국 남성 강연자에게서 상하의 모두 포멀한 착

장이 가장 많이 관찰된 것과는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여

성 강연자의 착장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디자인의 변

형이 많은 원피스나 블라우스가 많이 관찰되었고, 롱부

츠를 신는 등 보다 자유로운 스타일을 즐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프랑스 강연자들은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남녀 모

두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상의로는 그

레이와 블랙이 하의로는 네이비와 블랙이 가장 많이 선

택되기는 하였지만 이 외에 화이트, 블루, 그린, 실버, 옐

로우, 퍼플 등 매우 다양한 색상이 관찰되었다. 20세기

말부터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프랑

스 패션의 특성이 강연자의 의복선택에서도 디자인과

색상의 특색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강연

자가 선호하는 구체적인 착장 형태는 <Table 5>와 같다.

일본과 한국은 유사성과 극명한 차이를 동시에 보여

주었다. 일본과 한국 강연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의

와 하의의 스타일을 캐주얼(일본 46.0%, 한국 44.0%)이

나 포멀(일본 34.6%, 한국 34.0%)로 동일하게 선택하는

Table 4. Preferred coordination for British speakers

The most preferred coordination

1
st

2
nd

Casual-

Casual

Casual Shirts

- Jean Pants

T-shirts

- Jean Pants

Formal-

Form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Fig. 1. Suit styles of British speakers. Fig. 2. The most frequent men's style of French sp-

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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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믹스 앤 매

치’하는 경우는 서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Ta-

ble 2>에서와 같이 일본은 하의를 캐주얼하게 입는 경

우보다(4.0%; 기대빈도 15.0%) 상의를 캐주얼하게 입

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14.0%; 기대빈도 8.2%), 한

국은 상의를 캐주얼하게 입는 경우보다(2.0%; 기대빈

도 8.2%) 하의를 캐주얼하게 입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

난 것이다(20.0%; 기대빈도 15.0%). 실제로 관찰된 빈도

는 기대빈도와 큰 차이를 보여 중요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착장 방식은 <Table 6>−<Table 7>과 같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티셔츠의 착장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티셔츠와 캐주얼

바지는 상/하의 캐주얼 착장의 2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캐주

얼 스타일도 16.0%로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공개 석상

의 옷차림에서 형식의 파괴가 다섯 국가 중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상/하의 포멀

착장의 비중 역시 다섯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중적인 의복선택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캐주얼 셔츠 아이템이나 니트 풀오버, 니

트 카디건과 슬림한 바지의 착장이 다양하게 관찰되었

는데, 이는 60년대에 일본에서 아이비 룩이 인기를 끈

이후 이러한 착장에 대한 선호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여성 강연자 착장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비즈

니스와 히스토리를 주제로 강연한 두 명의 젊은 여성

강연자가 각각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강연 아이

템으로 선택한 것이었는데<Fig. 4>, 나머지 국가에서는

어떤 주제의 발표자도 전통 복식을 채택한 경우는 없었

다는 점에서 기모노에 대해 나이에 관계없이 격식을 차

리는 최상의 여성 복식으로 인식하는 일본 문화의 특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특징은 색상에서도 극명

하게 드러나는데, 캐주얼과 포멀을 가리지 않고 화이트

와 블랙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의 현대적 스

타일을 대변하는 블랙 앤 화이트의 젠 스타일이 의복

색상선택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한국 강연자의 구체적인 착장 방식을 살펴보면, <Ta-

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스타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매우 정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상/하의 모두 포멀한 경우, 원피스를 입은 여성 강연

자 2명과 상의로 셔츠만 입은 남성 강연자 1명 외에는

모든 강연자가 수트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상/하의 포

멀한 착장의 82.4%), 다섯 국가 중 가장 격식을 갖춘 성

향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트

Fig. 3. Women's style of French speakers.

Table 5. Preferred coordination for French speakers

The most preferred coordination

1
st

2
nd

Casual-

Casual

Shirts

- Jean Pants

Jumper+T-Shirts

- Jean Pants

Formal-

Form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Shirts

- Formal Pants

Formal-

Casual

Jacket+Shirts

- Jean Pants

Jacket+T-shirts

- Jean Pants

Fig. 4. Women's Kimono of Japanes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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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배 계층

을 통해 수트가 전파되면서 전통 복식보다 격식을 차린

옷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다섯 국가 중 수트의 역사가

가장 짧아 ‘형식을 갖춘 옷=수트’라는 개념이 비교적 많

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강연자의 연령에 따라 의

복 스타일의 선택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미국 강연자의 복장에 영

향을 받은 듯한 상/하의 캐주얼 웨어를 많이 선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하의에 포멀 웨어를 갖추어 입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세대에 따라 수트와 격

식 있는 옷차림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스포츠, 캐주얼 웨어의

TPO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

로 공식 석상에서의 옷차림이 더욱 캐주얼해 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V. 결 론

복식은 문화 정체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표본으로, 복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복식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의 양식과

소통의 수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문화

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복식에는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 동일한 상

황에서도 국가별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복식에 차

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옷을 입게 되는 공식적인 자리를 위해 선택한 의복에서

국가별 차이가 드러난다면,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강연이

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강연자의 옷차림에 차이가 있음

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의복선택

행동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

문분야에 따른 의복선택 행동을 살펴본 연구자들의 선

행연구(Youn & Lee, 2013)에서 강연 주제와 성별에 따

른 착장의 차이를 발견한 것에 이어 분야나 성별의 경

계를 넘어서 국가별 고유한 복식 문화에 따른 의복선

택 행동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

해 TED.com에 게시된 TED talk 동영상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총 다섯 개 국가의 강연 총 233편을

대상으로 강연자들의 착장 방식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결과, 다섯 국가에서 공통되게 캐주얼 웨어

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복선

택에 있어서는 국가별 차이가 드러났고, 이러한 차이는

수트와 캐주얼 웨어의 도입 및 역사라는 문화적인 배경

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상/하의를 모두 캐

주얼하게 입은 착장, 모두 포멀하게 입은 착장, ‘믹스 앤

매치’한 착장 간 비중의 차이가 다섯 국가 중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수트로부터 기성복이 활성화

된 미국의 패션 역사와 스포츠/캐주얼 룩이 공존하는 아

메리칸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

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하의 스타일을 포멀 웨어나

캐주얼 웨어로 통일시키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섯 국가 중에서 재킷, 셔츠, 정장 바지의

정통 수트 차림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영국 복식에서 영국 신사복 문화와 엄격한 드레스

코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현대 패션의 태동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

트와 같이 상/하의에 격식을 갖춘 스타일보다 ‘믹스 앤

매치’를 선호하였으며, 디자인의 변형이 많은 스타일을

즐겨 입는 편이었다. 일본과 한국 강연자는 영국과 마찬

가지로 상의와 하의의 스타일을 포멀이나 캐주얼로 동

일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의

Table 6. Preferred coordination for Japanese speakers

The most preferred coordination

1
st

2
nd

3
rd

Casual-Casual T-shirts - Casual Pants Dress / T-shirts - Jean Pants Casual Shirts - Jean Pants

Formal-Form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Shirts - Formal Pants

Casual-Formal Casu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Table 7. Preferred coordination for Korean speakers

The most preferred coordination

1
st

Casual-

Casual

Shirts

- Jean Pants

T-shirts

- Casual Pants

Formal-

Formal

Jacket+Shirts

- Formal Pants

Formal-

Casual

Jacket+Shirts

- Jean Pants

Shirts

- Jean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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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착장 스타일의 캐주얼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반면, 포멀 착장의 비중도 다섯 국가 중 가장 높아 스타

일의 양극화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한국은 중장년 강연

자는 수트에, 젊은 강연자는 캐주얼한 겉옷과 캐주얼 바

지를 착장한 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 스타일의 양극

화가 세대에 따라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섯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별 의복선택 행동을 살펴 본 비교문화 연

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복식 문화적으로 해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TED가 다루는 강연의 주제가 국가

별 이슈에 따라 다소 편중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한

계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높아 대형 강의보다

는 소규모의 TED 강연이 많았는데, 두 국가에서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이 많이 나온 것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의

옷차림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횡적 연구를 진행하였는

데, 향후 TED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동일 국

가의 의복선택 행동을 통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종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옷차림의 변화

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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