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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and foreseeing fashion trends is crucial and difficult in the fashion industry due to accelerated

and diversified changes in fashion trends. We use network analysis to investigate fashion trends from 2004

to 2013 in order to find the inter-relevance among fashion trends. We extracted words from fashion trend

info for women's wear provided by Samsung Design Net, created a 2-mode network of seasons and trend

languages, and visualized this network using NodeXl program. Fashion trends repeated a unique pattern

during the period. In the first half (2004-2008), retro modern, feminine modern, and ecological modern

were dominant trends in consecutive order. The years 2009-2013 witnessed distinctive fashion trends in S/S

seasons and in F/W seasons. 11F/W, 12F/W and 13F/W seasons were characterized by artistic creative style.

From 2010, natural style dominated S/S seasons. 10S/S and 12S/S seasons were distinguished as a calm

natural style that reflected a peaceful and simple life. In 11S/S and 13S/S seasons, soft natural style emer-

ged as a sign of increased importance of inner spirit and natural energy. A seasonal reappearance of trends

was observed every two years in S/S seasons that enabled the prediction that 14S/S will see another version

of natural style. A macroscopic trend for the last 10 years was represented by the keywords ‘modern’ and

‘natural’. ‘Modern’ involved the past styles such as 60's, Baroque and the origin of human life. ‘Natural’

was connected with design elements such as material, silhouette and color. Managerial implications and fu-

ture study direc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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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럴

I. 서 론

트렌드는 패션의 본질이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패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패션은 변

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므로, 그 변화의 추

세를 파악하는 것이 패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이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품

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다원주의 시대

를 맞이한 패션 트렌드는, 2000년대에 더욱 세분화된

– 611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ulee3@snu.ac.kr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

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2014,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8, No. 5 (2014) p.611~626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5.611

〔연구논문〕



2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5, 2014

양상을 보이며 상반된 스타일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

다(Ko & Lee, 2008). 다양한 패션 트렌드는 인터넷, 모

바일 등 신기술로 무장한 소비자들에 의해 새로운 모습

으로 실시간 전파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재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패션 트렌드를 읽고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다. 더욱이 패션 산업에서 트렌드는 최소 2년간의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패션 산업에서는 유행색에

대한 기획이 시즌 2년 전에, 원사와 소재의 결정은 18~

12개월 전에 이루어지고(Nahm & Geum, 2001), 이후 새

로운 디자인에 대한 컬렉션이 선보이게 된다. 따라서

소재, 디자인,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공급사슬의 전 영역

에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패션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션 트렌드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시대에 공존하는 스타일, 색채, 소재 또는 이들을 아우

르는 패션 테마를 설명하는 어휘들을 내용분석하여 다

양화된 패션 트렌드의 거시적인 방향을 파악하려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용분석으로 관련 어휘

의 등장 빈도를 파악하여 지배적인 패션 트렌드를 분석

하는 것은 그 트렌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측면

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른 선후(先後) 트렌드와의 세부

적 관계의 내용이 패션 제품의 기획력을 배양시키므로,

트렌드들 간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패션 트렌드

들을 규명하고, 이들 간에 어떤 관련을 가지며 변화하였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요소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연결망을 살피는 사회연결망 분석(Wasserman & Faust,

1994)은 사회나 언어, 지식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이

용되는 방법이다. 패션 트렌드도 언어로 표현되며 트렌

드들 사이에 공통 언어가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구

조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점에서 10년 거슬러 올

라간 2004년에서 2013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고,

이 기간 동안 패션 트렌드 정보에 나타난 어휘를 토대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지표를 통해 패

션 트렌드 연결망의 형태적, 내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패션 트렌드 정보는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예측된 정보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미적 취향 등 소비자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패션 제품에 적절하도록 가공된 정보

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소비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간다. 따

라서 이 정보들도 패션 트렌드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패션 트렌드를 계량적으로 정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기초 자

료로, 패션 제품 기획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1. 패션 트렌드의 개념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트렌드(trend)라는 용어

는 사전적으로는 동향, 추세를 의미한다. 미래학자 마

티아스 호르크스에 의하면 트렌드는 변화의 움직임으

로, 단기간의 변동은 제외되며 장기간의 움직임만이 포

함되는 개념이다(Horx, 2004). 따라서 트렌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열풍이 아니라(Baek & Kim, 2009),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렌드가 패션과 결합하여 ‘패션 트

렌드’로 사용되면 단순히 패션의 동향, 추세로만 해석되

지는 않는다. 패션 업계에서 ‘이번 시즌 트렌드는 미니멀

리즘’이라고 하거나 ‘트렌드 아이템’, ‘트렌드 세터’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트렌

드는 일시적인 유행(fad)에 가깝게 해석되거나,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물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스토리’라고 하는 본래 트

렌드의 의미(Horx, 2004)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 트렌드는 패션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경향으로(Ko

et al., 2010), 현재 패션의 흐름과 다가올 시즌에 널리 퍼

질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Ko & Kim, 2009)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 트렌드는 패션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패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특정 시

기에 특정 집단 내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채택되는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널리 받아

들여지는 경향, 즉 패션 트렌드를 파악해야만 소비자들

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이끌 수 있다(Lim, 2009). 이에 실

무자들과 학자들이 패션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를 둘

러싼 거시/미시적 환경과 문화예술, 신소재 및 기술 동

향, 소비 가치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시

즌에 소비자들에게 실현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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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패션 트렌드이며(Kim et al., 2009), 흔히 키

워드의 형태로 제안된다. 키워드의 역할은 가치의 의미

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Kim et al., 2009).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즌 테마

가 기획되며, 시즌 테마는 스토리, 스타일, 색채, 소재, 패

턴, 디테일, 액세서리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된

다. Ko and Lee(2008)에 의하면 패션 제품의 기획과 직

결되는 시즌 테마 정보는 스타일, 색채, 소재 정보이다.

스타일 정보는 새롭게 나타난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로,

라인, 프로포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색채 정보는 색채 이미지어와 색표집의 값으로 표기된

다. 소재는 직물의 혼용률, 가공 및 후처리 방법, 소재에

대한 이미지 언어 형태로 제공된다. 소비자가 패션 제품

을 선택할 때는 그 형태(form)뿐 아니라 색채도 구매 기

준으로 작용하며, 같은 형태의 의복이라도 색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스타일, 색채, 소재를 모두

고려해야만 패션 트렌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즌별로 제시되는 테마들이 모여 일

으키는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패션 트렌드로 보았다.

따라서 공통 특성을 지닌 시즌 테마들이 하나의 패션 트

렌드를 이룰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다른 특성을

지닌 패션 트렌드들이 다수 존재할 것이다. 시즌 테마는

이를 구체화하는 스타일, 색채, 소재에 관한 언어 및 이

미지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언어로 구성되므로, 이 언

어들을 분석단위로 하여 시즌별 출현 경향을 살펴봄으

로써 패션 트렌드를 확인하고 패션 트렌드들 간 관련성

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패션 트렌드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

패션 트렌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패션 트렌드의 구

성요소인 테마와 테마를 이루는 스타일, 색채, 소재에

관한 경향을 고찰, 예측하는 데 주력해왔다. 패션 테마

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시즌별로 제시된 패션 테

마들을 분류하여 큰 흐름, 전체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Nahm and Geum(2001)은 1990년대의 패션 트

렌드 테마들을 8개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포지셔닝하고,

스타일, 소재, 컬러 관련 용어를 기반으로 각 트렌드 테

마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를 분석하였으며, Ko and Lee

(2008)는 1996~2005년 시즌 트렌드 정보를 바탕으로 스

타일, 색채, 소재별 변화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Cho and

Lee(2005)의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를 묘사하는 정서 관

련 단어를 분석, ‘단순한-복잡한’, ‘자연적-인공적’ 축을

적용하여 거시적인 패션 트렌드를 제안하였다. 2000년

이후 패션 트렌드를 다룬 Ryu(2010)의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 용어를 분석하여 9개의 대표 패션 트렌드를 제

시하였다.

패션 테마의 일부 구성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도 다수 존재한다. 색채와 관련하여, 패션 트렌드 정보

에서 제시된 색채 정보를 토대로 시즌별 특징을 제시

하고 향후의 시즌 색채 트렌드를 예측한 연구(Baek &

Kim, 2009), 20세기 후반 여러 디자인 분야의 색채 트렌

드와 메가 트렌드의 관계를 제안한 연구(Kim & Kim,

2007) 등이 존재한다. 패션 트렌드와 소재의 관계를 다

룬 연구들에서는 소재의 물성이나 가공에 따른 감성 반

응을 밝혀 패션 트렌드의 표현 용어와의 관계를 밝히거

나(Kim & Park, 2007; Park, 1999) 주기성을 밝히고 있

다(Kim et al., 2012; Ko et al., 2010; Park & Lee, 2010).

대다수의 연구에서 패션 트렌드 정보 제공 기관, 잡

지, 광고 등에서 추출한 트렌드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

으며, 이 언어들을 선행연구들에서 정리된 이미지어에

따라 분류,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Cho & Lee,

2005; Ko & Lee, 2008; Ko et al., 2010; Nahm & Geum,

2001; Ryu, 2010). 이 방법은 소비자의 정서에 접근한 이

미지어를 활용하여 패션 트렌드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어휘 분류가 달

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스타일이 혼합,

절충된 스타일이 등장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포츠 디테일을 활용한 포멀 룩, 에

스닉한 모티브를 활용한 로맨틱 스타일과 같은 경우, 이

를 어떤 스타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이 힘들

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어떤 패션 트렌드 테마가 주도적

이며 향후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어휘의

빈도와 비율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이 빈도분석, 교차분

석과 같은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에 의존하게 되면,

연구결과 역시 기술적 정보의 제공에 그치게 된다(Im &

Lee, 2012). 따라서 이 방법은 스타일, 색채, 소재라는 구

성요소들이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는 패션 테마들 간

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Ko and Lee(2008)

와 같은 연구자들은 기술적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스타일과 소재의 감성 이미지 공유 정도를 분

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소재에 의해 강

조되는 패션 테마와 스타일에 의해 강조되는 패션 테마

가 다름을 보임으로써 패션 트렌드의 구성요소 간 관계

를 파악하였으나, 테마들 간의 관계는 관찰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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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

하고 있으나(Cho & Lee, 2005; Park, 1999), 이 방법도 테

마들 간에 어떤 스타일, 색채, 소재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는 어렵다. ARIMA와 같은 전통적 회

귀 모델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트렌드를 예측

하는 연구(Lixia et al., 2009; Yu et al., 2012)나 시계열

분석도입한 연구(Ko et al., 2010)도 존재하지만, 수학적

모델은 그 특성상 일부 트렌드 구성요소만을 다루게 된

다. 패션 트렌드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패션 제품은 색채

나 소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색채, 소

재가 모두 어우러져 완성되므로,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

는 데 있어서도 이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테마들 간의 관련성 유무와 관

련 정도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패션 트렌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연결망 분석을 통한 패션 트렌드 연구

1)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연구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Ot-

te & Rousseau, 2002), 사회시스템 구성요소들이 맺고 있

는 관계연결망의 특징을 도출하여 구조를 설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Kim, 2011; Wasserman & Faust, 1994).

이 방법은 사람이나 집단 간 관계의 흐름과 구조뿐 아니

라, 상징이나 이념, 지식의 구조분석에도 활용된다(Kim,

2004; Otte & Rousseau, 2002; Pieters et al., 1999). 상징

이나 이념을 구성하는 중요 단어들의 등장 빈도를 파악

하고, 가깝게 등장하는 개념들을 계산하여 개념들의 의

미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학문의

핵심 이론을 이루는 개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핵

심 주제어의 동시출현(co-occurrence) 연결망을 분석하여

주제어 간, 연구 간 관계를 분석하거나(Im & Lee, 2012),

동시인용(co-citation)의 연결망을 통해 연구의 추세를 살

펴본 바 있다(Chabowski et al., 2011).

사회적 이슈나 사건,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메시지나 지식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동을 조사하는 연구에서도 사회연결망 분석이 활용

된다.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행태를 밝히는데

있어 Shim et al.(2011)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

보한 데이터에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였다. 사회연

결망 분석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구조화하

는데 적합한 기법으로 추천되어(John et al., 2006), 특정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단어들의 연결망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고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Aggarwal et al., 2009;

French & Smith, 2013; Teichert & Schöntag, 2010).

대부분의 패션 트렌드 분석자료는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소비자의 정서와

니즈를 반영하는 것으로(Cho & Lee, 2005; Kim et al.,

2009), 일종의 의미 또는 상징구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패션 트렌드 분석에도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할 수 있

으며, 단어들의 동시출현 빈도에 따라 테마들 간의 관련

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의 단어들이 둘 이

상의 트렌드 테마에서 관찰된다면 이 테마들은 서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삼성디자인넷의 트렌

드 정보에 나타난 05F/W 시즌의 ‘중세의 야상곡’이라는

트렌드 테마와 07S/S 시즌의 ‘레트로 스포츠’라는 테마

를 예로 들어보자(“Trend: For women”, 2005, 2007). 두

테마는 전혀 다른 테마인 것으로 보이지만, 테마를 설명

하는 ‘바로크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네오 글램 룩

으로, 매니시 스타일을 차용한 페미닌 앤드로지너스 스

타일’과 ‘영국의 레트로 스포츠를 즐기던 엘리트 남성적

인 스타일을 여성적, 현대적으로 표현한 스포티 스타일’

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테마에서 ‘현대적’이

동시출현하고 있으며, ‘매니시’와 ‘남성적인’, ‘페미닌’

과 ‘여성적’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테마는

과거 남성들에게 보였던 스타일을 여성스럽게 변형하

여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공통점을 지닐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관련성의 내용까지 파악함

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가 발견될 수도 있으며, 스

타일, 색채, 소재 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즌 테마

들의 전체적 구조를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2) 사회연결망 분석의 구조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구조를 살피는 것은 여러 지표

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은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위

들을 노드(node)로, 단위들의 관계를 링크(link)로 정의

하여 이루어지는데, 링크의 연결정도(degree), 밀도(den-

sity) 등을 통해 연결망이 어떻게,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

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Kim, 2011).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두 시즌 테마를 예로 들어보면 <Fig.

1>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2개의 시즌 테마와 테

마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노드가 된다. 각각의 단어는

‘05F/W’ 또는 ‘07S/S’ 노드와 연결되는데, 이 관계가 링

크이다. 두 시즌 테마에서 등장한 ‘매니시’와 ‘남성적인’,

‘페미닌’과 ‘여성적’은 유사한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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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해 05F/W 시즌과 07S/S 시즌이 남성적

이면서도 여성적인 면을 지녔으며 현대적인 특징을 공

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두 시즌 모두와 연결되

는 ‘남성적’, ‘여성적’, ‘현대적’ 세 노드는 다른 노드들에

비해 연결정도가 더 강하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그림에

서는 다른 노드들보다 큰 원으로 표시하였다. 이 세 노드

가 모인 곳은 전체 연결망에 비해 링크의 수가 더 많아

집중되어 있으므로 밀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결망 내에서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있

는 노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Bavelas(1950)가 제시한 중

심성(centrality)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의미하는데, 맥락에 따라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

rality: 하나의 노드에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 근

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

드들 간의 최단 거리) 또는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

lity: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을 선

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Freeman, 1978). 패션 트렌드 연

결망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은 하나의 패션 트렌드 용어

(노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용어(노드)의 수를 의

미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정도가 큰 용어가 영향력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패션 트렌드 용어들의 연결 중심성을

파악하면 어떤 트렌드가 연결망 내 관여 정도가 큰지 살

펴봄으로써 지배적인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연결망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는 연결강도

(strength)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노드 간의 연결정도 즉,

관계가 발생하는 빈도수에 따라 결정된다(Shim et al.,

2011). 만일 에스닉이라는 패션 테마가 ‘남미’라는 단어

와 함께 5회 등장한 반면 ‘아시아’와 함께 20회 출현하

였다면 이 테마는 남미보다는 아시아와 연결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패션의 흐름을 관찰하는데 있어 사회

연결망 분석이 패션 트렌드 내의 다양한 요소들의 구조

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하여,

이를 통해 패션 트렌드의 연결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 1. 2004~2013년에 등장한 패션 트렌드를

밝힌다.

연구문제 2. 2004~2013년의 지배적인 패션 트렌드

를 규명하고 다른 트렌드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문제 3. 2004~2013년의 패션 트렌드 변화 양상

을 고찰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패션 트렌드 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 있는 패션 트렌드 정보사인 삼성디자인넷(www.

samsungdesign.net)의 시즌별 패션 트렌드 정보에 등장

한 어휘를 추출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패션 트렌드는 여

성복(for women)으로, 전반적인 패션의 흐름을 보기 위

해 ‘스타일’로 제시되는 2004S/S부터 2013F/F까지 20개

시즌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스타일’은 4~5개의 메인 테

마와 각 메인 테마 아래 서브 테마가 존재한다. 예를 들

어, 13S/S 시즌에는 ‘내면의 평화’, ‘새로운 에너지’, ‘경

쾌함의 필요’, ‘강렬한 미니멀리즘’의 메인 테마가 존재

하며, ‘내면의 평화’ 아래 ‘화이트 이슈’, ‘영원한 우아

함’, ‘소박한 균형’, ‘고상한 휴식’이 포함되는 식이다. 이

기간에는 87개 메인 테마와 392개 서브 테마가 존재하

였다(Table 1).

2.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패션 트렌드 정보에 나타난 어휘들로 연

결망 행렬(network matrix)를 구성한 후, 이를 사회연결망

분석의 관점에서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Park

and Leydesdorff(2004)이 개발한 KrKw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패션 트렌드 테마를 설명하는 어휘들의 빈도

를 계산하였다. KrKwic은 텍스트 메시지에서 각 단어의

사용 빈도를 계산해 주어 핵심 어휘 파악을 용이하게 해

주지만, 동의어나 파생어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못하므Fig. 1. Example of a fashion tren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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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도 ‘따스

한’과 ‘따뜻한’을 통합하고, ‘1990년대’는 ‘90년대’로 변

경하는 방식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트렌

드에 대한 문맥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건축물’과 ‘건

축적인’은 ‘건축’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지만, 각각 ‘영

감의 원천은 건축물’, ‘건축적인 구성’에 등장하였다면 두

단어를 별도로 다루었다.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

더라도 라인, 색, 소재의 느낌 등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 트렌드 묘사에 늘 등장하는 일반적

인 단어들(예를 들어 분위기, 디자인, 스타일, 소재, 컬러)

은 연결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제외하였다. 이 단어들은

거의 모든 시즌 테마에 등장하므로 시즌 간 연관성을 증

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로맨틱 무드’,

‘레트로 분위기’, ‘아르누보 스타일’, ‘트위드 소재’, ‘베이

지 컬러’에서는 ‘로맨틱’, ‘레트로’, ‘아르누보’, ‘트위드’,

‘베이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국어의 특성상 분석

에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들(예를 들어 ~등, ~

같은)도 제외하였다.

이후 단어들의 빈도를 계산하여, 2개 시즌 이상 출현

한 단어들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하나의 시즌에만

출현한 단어는 동시출현에 해당되지 않아 시즌 테마들

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22,855개의 단어가

1,388개로 축소되었다. 1,388개의 단어 각각에 대해 출

현한 시즌을 할당하여, <Fig. 2>와 같이 행과 열에 다른

수준의 노드를 배열한 이원(2-mode) 매트릭스를 구성하

였다. 패션 트렌드 분석에서 시즌 간 관계 유무를 판단

할 기준 설정이 복잡하여, 시즌끼리 직접적인 관계를 설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즌에 등장하는 스타일, 색채,

소재 관련 어휘의 동시출현 유무로 시즌 간 연결망을

추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즌에 등장한 단

어는 그 시즌과 관련을 가지므로 1의 값을, 등장하지 않

Table 1. Number of fashion trend themes by season for 2004-2013

Season
04

S/S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No. of main

themes
4 4 4 5 5 5 4 5 5 4 4 4 4 4 4 5 5 4 4 4

No. of sub

themes
16 32 32 38 30 30 18 18 17 17 15 15 15 14 15 15 15 14 14 12

Fig. 2. Part of 2-mode data set for analysis of a fashion tren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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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는 0의 값을 부여하여 관계를 설정하였다.

사회연결망 시각화를 위해서는 노드엑셀(NodeXl)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결망 특성(노드수,

링크수, 밀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패션 트렌드 연결망

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패션 테마들 간의 관계연결망

을 알아보기 위해 각 노드의 중심에 근접한 정도를 평가

하는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패션 트렌드 연결망의 군집분석

분석결과 1,408개의 노드(20개 시즌, 1,388개의 트렌

드 어휘)와 7,372개의 링크를 가진 연결망이 형성되었

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10개 어휘는 모던(19회), 내

추럴(18회), 클래식(17회), 복고, 여성스러운, 하이엔드,

에스닉(이상 16회), 럭셔리(15회), 미니멀, 로맨틱(이상

14회)으로 나타났다. 소재에서는 니트가 모든 시즌에 등

장하였으며, 착장을 나타내는 레이어링도 전 시즌에서

나타났다(각 20회). 가장 주목 받은 색과 의복 아이템은

흰색과 녹색, 원피스와 바지, 스커트였다(각 19회).

연결망의 평균 경로길이(average geodesic distance)는

2.712이며, 밀도(graph density)는 0.007이었다. 이 연결망

을 Clauset-Newman-Moore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군집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0.013~0.029의 밀도를 갖

는 8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2004년부터 2013년에는

8개의 패션 트렌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밀도는 모든

가능한 링크의 수에 대한 연결된 링크의 수로 정의되므

로 연결망의 결속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밀도

는 비율이므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

서 구성된 패션 트렌드 연결망은 전체적으로 느슨한 모

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개 그룹 중 가장 조밀한

그룹은 ‘혼합된 클래식’으로, 그룹에 속하는 시즌들 간 공

유하는 연결고리가 많은 편임을 나타낸다. 가장 느슨한

그룹은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그룹으로, 해당 시즌들에

서 비교적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그룹의 특징을 파악하고 명명하는 데 있어, 각 시즌

에 등장하는 어휘의 빈도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예를 들

어 그룹 1의 경우, ‘모던’과 ‘클래식’이 함께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본적 틀은 한 시즌에 특정 단어의 등

장 유무만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해

석을 위해 원자료에서 등장하는 ‘모던’과 ‘클래식’의 빈

도를 반영하여 빈도가 훨씬 많은 ‘모던’을 그룹 1 명명

에 사용하였다.

그룹 1은 05F/W~07F/W까지 5개 시즌에 나타난 트

렌드로, 모던 스타일과 페미닌 스타일이 공존하는 특징

을 보여 ‘페미닌 모던(Feminine modern)’으로 명명하였

다. 이때 ‘모던’은 도시화된 현대 사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단순하고 수수하

며, 미니멀하게 표현되었으며, 둥근 라인과 볼륨, 그래픽

패턴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탈현대화는 바로크, 로

코코 시대와 같은 과거로의 회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성스럽고 장식적인 스타일, 남성복을 차용하여 여성성

을 부각시킨 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섬세한 주름과 드

레이퍼리, 개더, 리본 등의 장식을 활용하였다.

그룹 2에는 09S/S, 11F/W, 12F/W, 13F/W의 4개 시즌

이 포함되며, 상상력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스

타일이 주를 이룬다. 이들 시즌에서는 개성이 중시되어,

자연에 대한 관심도 개성 있는 에콜로지 문화로 재해석

되었다. 색채, 문화, 클래식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발휘

하여 초현실적, 예술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새로운 창조

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탐색하고 조합하는 시도

도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 2를 ‘예술적이며 창

조적인(Artistic creative)’ 트렌드로 명명하였다.

그룹 3에는 04S/S, 04F/W, 05S/S 시즌이 해당되며,

6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 스타일이 주를 이루어 ‘레

트로 모던(Retro modern)’으로 명명하였다. 60년대의 젊

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현대적, 기능적이며 스포티한

스타일로 해석하고 있다. 젊고 자유로운 삶은 휴가, 자

연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내추럴 스타일이 일부 등장하

기도 하였다. 이에 그룹 3을 ‘레트로 모던’으로 명명하였

다. 젊음에서 파생되는 귀여움과 자유는 컬러 블로킹(co-

lor blocking)과 간결하고 여유 있는 라인, 그래픽 패턴,

스웨트셔츠와 반바지와 같은 기능적이고 스포티한 아이

템으로 표현되었다.

그룹 4는 10S/S, 12S/S 시즌을 포함하며, 도시를 무게

를 덜어낸 차분하고 단순한 스타일, 자연의 고요함과 순

수함을 강조한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이는 ‘차분한 내추

럴(Calm natural)’로 요약되며, 대지의 뉴트럴 컬러와 광

물의 광택, 공기처럼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로 표현

되었고, 톤온톤 배색에 의해 차분함이 강조되었다. 이 그

룹에서는 유일하게 모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그룹 5는 2008년의 S/S와 F/W 시즌에 걸쳐 나타난 트

렌드로, 모던 스타일이 미래와 과거로 확대되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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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는 유기적인 라인과 볼륨, 3D 프린트로 표현되

었으며, 기능성이 가미된 모던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미

래에 대한 관심은 미래의 기술을 생태계와 조화시키려

는 시도로 이어져, 대지와 광물의 모습, 어둡고 깊은 색,

녹아 내린듯한 텍스처가 등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기원,

역사와 전통을 탐구하여 아프리칸 에스닉 스타일이 모

던하게 재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여기에 바로크와 부르주

아 취향을 혼합하기도 하였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고

려할 때 그룹 5의 주된 스타일은 ‘생태계적 모던(Ecolo-

gical modern)’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6에는 11S/S, 13S/S 시즌이 해당되며, 자연의 생

명력과 에너지가 중시되었다. 생명 존중의 의미에서 단

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스타일에 반영되어, 부드럽고

간결한 내추럴 모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자연의

에너지를 내적으로 승화시켜 정서적 여유를 추구하는

미니멀 내추럴 스타일도 나타났다. 이들 스타일은 평온

한 느낌을 주는 샌드, 파스텔, 뉴트럴, 페일 컬러 등의 가

라앉은 톤, 번진 듯한 느낌을 주는 프린트로 표현되었

다. 소재에서도 빛이 투과하는 얇은 소재,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

해 그룹 6을 ‘소프트 내추럴(Soft natural)’로 명명하였다.

그룹 7에는 09F/W 시즌만이 포함되었다. 이 시즌에는

Table 2. Result of group analysis for a fashion trend network

Group Season
No. of

nodes

No. of

links

Average

Geodesic

distance

Graph

density
Group specific image terms

G1

Feminine

modern

05F/W

06S/S

06F/W

07S/S

07F/W

306 897 2.200 0.019

Basic, bold, casual, classic, contrast, decorative, enriched,

feminine, floating, flower, graphic, handcraft, luxury, male,

minimal, modern, natural, retro, romantic, simple, sober,

sophisticated

G2

Artistic

creative

09S/S

11F/W

12F/W

13F/W

279 521 2.667 0.013

Aesthetics, beauty, classic, coexist, comfortable, daily life,

eco-friendly, elegance, energy, ethnic, geometric, graphic,

high-end, individuality, modern, motif, natural, nature, sim-

ple, soft, strong, tree, unexpected

G3

Retro

modern

04S/S

04F/W

05S/S

218 361 2.541 0.015

60's, animation, clean, contrast, cute, delicate, dream, femi-

nine, flower, free, functional, funny, graphic, luxury, mas-

culine, modern, natural, retro, sports, sporty, volume

G4

Calm

natural

10S/S

12S/S
153 224 2.234 0.019

Air, barren, city, calm, classic, desert, dry, earth, eclectic,

energy, ethnic, geometric, graphic, high-end, landscape, mi-

neral, motif, natural, nature, nomad, nostalgia, organic, pure,

retro, sensitive, simple, soft, strong, structural, sunshine,

tree, volume, wild

G5

Ecological

modern

08S/S

08F/W
152 234 2.161 0.020

Calculating, color block, colorful, compact, constructivism,

contrast, couture, delicate, ecological, energy, ethnic, exotic,

extreme, flower,  functional, futurism, graphic, luxury, mo-

dern, natural, nostalgia, organic, traditional, twist, utility,

vintage, volume

G6

Soft

natural

11S/S

13S/S
146 177 2.552 0.017

Basic,  balance, classic, comfortable, elegance, energy, eth-

nic, geometric, graphic, handcraft, high-end, intelligence,

minimal, modern, motif, natural, nature, relax, simple, soft,

strong, tree, volume

G7

Mixed

natural

09F/W   86   85 1.954 0.023

Ancient, androgynous, austere, bucolic, classic, dramatic,

energy, geometric, graphic, fascinating, fusion, future, high-

end, girl, hi-tech, machine, mannish, modern, motif, natural,

nature, simple, soft, strong, the past, tree, volume

G8

Mixed

classic

10F/W   68   67 1.942 0.029

Basic, classic, Baroque, classic, couture, creative, dark, de-

coration, dynamic, energy, elaborate, future, geometric, gra-

phic, high-end, luxury, minimal, modern, motif, natural, na-

ture, optical, practical, rococo, sensual, simple, soft, sophi-

sticated, strong, tradition, tree, uniform,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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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초월한 매력을 강조하는 양성적인 스타일, 근본으

로 회귀하려는 친환경적 스타일, 자연과 민족을 보호하

려는 의식에 기반한 에스닉 스타일, 30년대 산업 디자인

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 엘레강스 스타일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스타일과 에스닉 스타일은 생태계와 자

연에 대한 관심을 근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

다고 보여지므로, ‘혼합된 내추럴(Mixed natural)’ 트렌

드로 볼 수 있다.

그룹 8에도 10F/W 한 시즌만이 포함되었다. 옵아트의

영향을 받은 미래지향적 모던 스타일, 변하지 않는 가치

를 추구하는 클래식 스타일, 70년대와 바로크, 로코코 시

대가 결합되어 장식적이고 화려한 키치 클래식 스타일,

고딕과 펑크가 결합되어 신비하고 드라마틱한 로맨틱 스

타일이 공존하는 이 그룹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시즌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클래식이 이 시즌의 테마

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였고, 과거에 등장한 양식들

을 결합한 테마들이 주로 등장하므로 이를 ‘혼합된 클래

식(Mixed classic)’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2. 지배적인 패션 트렌드 고찰

특정 시기에 지배적인 패션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해

서는 트렌드의 지속기간 및 다른 트렌드와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패션 트렌드 연결망에서는 다른 트

렌드와 공유하는 단어의 수, 즉 공유하는 링크의 수를

분석할 수 있어 다른 트렌드와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그룹 간 공유하는 링크의 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4~2013년의 가장 우세한 트렌드는 ‘페미닌 모던’

으로 나타났다. 이 트렌드는 고유의 링크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차분한 내추럴(그룹 4) 트렌드를 제외한 모든

트렌드와 동시출현하는 단어가 가장 많아, 지난 10년간

나타난 트렌드 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속기

간 또한 05F/W~07F/W까지 5개 시즌을 지배하여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트렌드로 나타났다.

페미닌 모던 트렌드는 ‘캐주얼(casual)’, ‘장식적인(de-

corative)’, ‘화려한(fancy)’, ‘미니멀(minimal)’, ‘로맨틱(ro-

mantic)’, ‘세련된(sophisticated)’과 같은 이미지어, 색채

를 나타내는 ‘밝은(bright)’, 소재로 ‘데님(denim)’과 ‘저

지(jersey)’, 실루엣에 관한 ‘흐르는 듯한(floating)’과 ‘긴

(long)’, ‘드레이퍼리(drapery)’, ‘부분적인(partial)’, ‘허리

(waist)’라는 디테일 단어를 다른 트렌드들과 주로 공유

하고 있었다(Fig. 3). 

페미닌 모던 트렌드와 가장 많은 동시출현 단어를 갖

는 트렌드는 그룹 2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트렌드로, 이

들은 ‘추상적(abstract)’, ‘대담한(bold)’, ‘풍부한(enriched)’,

‘미니멀’, ‘로맨틱’, ‘세련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 스타일을 제시한 이

트렌드는, 페미닌 모던 트렌드의 바로크 특성과 기본으

로 회귀하려는 정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두 트렌드는 곡선과 장식, 드레이퍼리로 구현한

로맨틱하고 풍요로운 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니멀한

스타일을 공유한다.

페미닌 모던 트렌드의 여성적, 럭셔리, 화려한 이미

지는 그룹 3인 ‘레트로 모던’ 트렌드와 그룹 5 ‘생태계

적 모던’, 그룹 8 ‘혼합된 클래식’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레트로 모던 트렌드는 여성적이면서도 남성복에

서 빌려와 럭셔리를 표현한 점에서 페미닌 모던 트렌드

와 공통점을 갖는다. 모던 스타일을 과거와 미래로 확

Table 3. Result of graph metrics by shared links among group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7 Group 8

Group 1 897

Group 2 612 521

Group 3 564 304 361

Group 4 315 528 180 224

Group 5 283 205 163 102 234

Group 6 277 241 158 132 101 177

Group 7 119 116 48 56 48 45 85

Group 8 138 109 52 56 52 46 23 67

Group 1 = Feminine modern; Group 2 = Artistic creative; Group 3 = Retro modern; Group 4 = Calm natural; Group 5 = Ecologi-  

cal modern; Group 6 = Soft natural; Group 7 = Mixed natural; Group 8 = Mixed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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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징을 갖는 그룹 5 ‘생태계적 모던’은 과거와 관

련된 부분에서 페미닌 모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페미닌 모던의 화려하며 럭셔리한 이미지와 생태계

적 모던 트렌드의 바로크 및 부르주아 취향은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미닌 모던 트렌드의 탈도시화, 탈현대화 경향은 ‘식

물(plants)’, ‘소박한(rustic)’, ‘세련된’과 같은 이미지어를

공유하는 그룹 4, ‘차분한 내츄럴’ 트렌드에 나타난다. 페

미닌 모던 트렌드에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투

명한 소재인 보일(voile)은 차분한 내추럴 트렌드에서는

여성성에 가벼움을 덧붙여 표현하는데 이용되었다. 자

연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 내추럴 트렌드(그룹

6) 역시 미니멀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이며, 밝은 컬러와

페일톤으로 베이직, 자연의 느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페미닌 모던 트렌드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룹 7, ‘혼합된 내추럴’에 나타난 친환경 스타일, 자

연 및 민족 보호 의식에 의거한 에스닉 스타일에도 영

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 Result of a network analysis of shared terms in ‘feminine modern’ with other trends.

– 620 –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패션 트렌드 고찰 11

3. 2004~2013년 패션 트렌드의 변화 양상: 모던과

내추럴

지난 10년간 패션은 전반 5년(2004~2008년)과 후반

5년(2009~2013년)이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보이듯, 전반 5년 동안에는 인접

한 시즌끼리 특정한 트렌드를 형성하였으며, ‘레트로 모

던’, ‘페미닌 모던’, ‘에콜로지 모던’ 트렌드가 시간의 순

서에 따라 출현하였다. 반면, 후반 5년에는 대체적으로

S/S 시즌, F/W 시즌끼리 유사한 트렌드가 전개되었다.

2009년 독립적인 트렌드가 출현한 이후, 이 시기의 S/S 트

렌드가 11F/W, 12F/W, 13F/W로 이어져 F/W 시즌에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트렌드를 형성하였다. 2010년부

터 S/S 시즌에는 ‘고요한 내추럴’과 ‘부드러운 내추럴’이

교대로 나타나, 2년을 주기로 트렌드가 반복되고 있음

이 관찰되었다.

지난 10년 전후반 패션 트렌드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패션 트렌드의 주기가 5년이라는 속설을 증명한

Yu(2004)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페미닌, 로맨틱 스타일이라는 5년 주기의 끝을 2003년으

로 잡고 있어, 2004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함을 짐

작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패션이 양극의 트렌드가 교대

로 나타남을 고려할 때, 2004년부터 모던 트렌드가 등

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후반기에

는 내추럴 트렌드가 등장하여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

은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된 2004~2013년에는 다양한 트렌드가 존

재하며, 후반기로 갈수록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트렌드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0년을 아우르는 키

워드는 ‘모던’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던’은 지난 10년간

총 75회 등장하였는데, 10S/S 시즌에는 등장하지 않았

고 09S/S 시즌에 1회, 09F/W 시즌에는 2회만 등장한 것

을 제외하면, 총 20개 시즌 중 17개 시즌에 3~7회 고루 분

포되어 나타났다. 전반 5년(2004~2008년)에는 출현한 세

트렌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이며, 그룹 4

‘고요한 내추럴’을 제외한 후반기 트렌드들에서도 꾸준

히 관찰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던’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면 패션의 패션의 메

가 트렌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트렌드를 설명한 전체 문장

중, ‘모던’을 포함한 문장들만을 포함한 문장들만을 발

췌하여 별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던’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이므로, 시즌당 동시출현하는 단

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

서 ‘모던’과의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들, 즉 ‘모던’

과 같은 문장에 등장한 트렌드 단어들과 시즌으로 구성

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어떤 단어와 연관되는지를 시

기별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전반기의 ‘모던’은 ‘60년대’. ‘레트로(retro)’,

‘단순한(simple)’, ‘바로크(Baroque)’, ‘이국적인(exotic)’,

‘꾸뛰르(couture)’, ‘섬세한(delicate)’, ‘우아함(elegance)’,

‘여성스러운(feminine)’, ‘럭셔리(luxury)’의 이미지를 나

타내는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였다(Fig. 4). 이는 전반기의

모던 스타일이 과거의 스타일을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해

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과거는 60년대와 바로크 시대로, 60년대 레트로는 단

순하고 여성스러우며 세련된 형태로, 바로크 양식은 우

아하고 여성스러우며 럭셔리한 고유의 스타일 유지하며

현대적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귀여운(cute)’이라는 키

워드가 60년대 레트로와 동일한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볼 때, 두 스타일의 여성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60년대 레트로 스타일에는 기능적인 테크니컬 소재(te-

chnical material)이 사용되었으며, 대범한(bold) 그래픽

(graphic)과 컬러 블록(color block) 기법으로 구체화되었

다. 의복 아이템으로는 트렌치 코트가 주목을 받았다. 바

로크 풍의 여성스러운 모던 스타일을 구현하는 주름, 드

레이퍼리, 개더, 리본 등은 모던 키워드와는 연관성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던 키워드는 주로 60년대 레

트로 스타일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반기의 모던 키워드는 주로 ‘클래식(classic)’, ‘디테

일(detail)’, ‘에스닉(ethnic)’, ‘매니시(mannish)’, ‘미니멀’,

Table 4. Assigned group by season for 2004-2013

Season
04

S/S

04

F/W

05

S/S

05

F/W

06

S/S

06

F/W

07

S/S

07

F/W

08

S/S

08

F/W

09

S/S

09

F/W

10

S/S

10

F/W

11

S/S

11

F/W

12

S/S

12

F/W

13

S/S

13

F/W

Group 3 3 3 1 1 1 1 1 5 5 2 7 4 8 6 2 4 2 6 2

Group 1 = Feminine modern; Group 2 = Artistic creative; Group 3 = Retro modern; Group 4 = Calm natural; Group 5 = Ecologi- 

cal modern; Group 6 = Soft natural; Group 7 = Mixed natural; Group 8 = Mixed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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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motif)’, ‘자연(nature)’, ‘프린트(print)’, ‘과거(the

past)’와 연결강도가 컸다. 이 외에도 환경(environment), 대

지(earth), 공기(air) 등의 키워드와 링크를 이루고 있는 것

으로 볼 때, 후반기 모던 스타일의 과거는 훨씬 더 먼 과

거인 인간의 근원과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을 배경으로 삶을 이어온 부족

들의 민속복 모티프를 활용한 프린트와 넉넉한 볼륨으

로 구체화되었다. 근원에 대한 탐구는 시간을 초월한 클

래식 스타일에 대한 재고로도 이어져, 클래식을 현대에

맞게 변화시킨 스타일이 특히 F/W 시즌에 주로 등장하

였다. 또한 전반기 레트로 모던 스타일의 단순하고 기능

적인 특성이 후반기에 계승되어 ‘매니시’와 ‘미니멀’이

라는 키워드로 변형되었다. 이는 각진 어깨 라인과 유니

폼을 차용한 디테일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2004~2013년의 ‘모던’ 키워드는 과거를 현

대적으로 해석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엄밀

한 의미에서 연구자의 해석은 ‘현재성(contemporary)’에

가깝다. 그러나, 트렌드 정보에서 사용된 언어의 원형

을 유지하여 분석된 본 연구에서 ‘현재성’이라는 단어

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9개 시즌에만 등장하여(06F/W,

07F/W, 08F/W, 11S/S, 11F/W, 12S/S, 12F/W, 13S/S, 13

F/W), 전체적인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던’과 ‘모더니즘’을

구별하였으므로, 결과에 등장한 ‘모던’은 ‘현대적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탐구는 인간과 생명의 근원으로 거슬러

Fig. 4. Result of a network analysis for ‘modern’ and relat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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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 자연과 연결되어 후반부로 가면 내추럴 스타일

과 만나게 된다. 이는 ‘모던’ 키워드가 전반기에 비해 후

반기에 출현 빈도가 줄어들며, ‘내추럴’ 키워드의 비중

이 후반기에 증가하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내

추럴’ 키워드는 총 55회 등장하였는데, 전반기에는 ‘모

던’ 키워드보다 시즌별 출현 빈도가 낮다. 그러나, 후반

기에는 S/S 시즌을 중심으로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내추럴’ 키워드는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더 구

체화되고 있다. 즉, 전반기에는 ‘소재(material)’, ‘패턴(pa-

ttern)’, ‘실루엣(silhouette)’, ‘동물(animal)’, ‘대지’와 같

이 소재, 형태, 문양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공동 출

현한 반면, 후반기에는 ‘면(cotton)’, ‘저지’, ‘린넨(linen)’,

‘식물’, ‘나무’와 함께 ‘숲(forest)’, ‘이끼(moss)’, ‘채소(ve-

getable)’, ‘밀짚(straw)’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는

용어들이 동시출현 단어로 등장하였다. 이는 막연한 동

경의 대상이자 탈출구로서의 자연이 점점 생활의 일부

로 포함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와 만난

‘모던’은 ‘내추럴’과 접점을 찾기 시작하였으므로, 앞으

로의 트렌드는 ‘내추럴’ 스타일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며 다각화되고 있는 패션 트

렌드의 주요 흐름을 찾아내고, 시즌에 따른 변화를 스

타일, 소재, 색채와 같은 트렌드 구성요소와 함께 관찰

하여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하여 패션 트렌드 정보에 나타난 구성요소

관련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접근방법인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즌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트렌드는 ‘레트로 모던’, ‘페미닌 모던’, ‘에

콜로지 모던’,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혼합된 내추럴’,

‘차분한 내추럴’, ‘혼합된 클래식’, ‘부드러운 내추럴’의

8개 트렌드로 분류되었다.

04S/S, 04F/W, 05S/S 시즌에는 ‘레트로 모던’이 등장

하며, 60년대의 젊은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귀

엽고 여성스러우며 기능적인 특징을 보인다. 여성스러

움이 ‘페미닌 모던’으로 이어져 05F/W~07F/W까지 5개

시즌 동안 지속되었다. 이 트렌드의 여성성은 바로크, 로

코코 시대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장식적인 것이 특징이

다. 이전 트렌드의 기능성은 단순하고 미니멀한 형태로

계승되었다. 08S/S와 F/W 시즌에는 모던 스타일이 과거

는 물론 미래로도 확대되어, 기술을 생태계와 조화시키

려는 ‘에콜로지 모던’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 5년

(2004~2008년)에는 모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여 인접한

시즌끼리 트렌드를 형성하였으며, 이전 트렌드의 영향

을 받아 다음 트렌드가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후반 5년(2009~2013년)에는 F/W 시즌과 S/S의

트렌드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F/W, 12F/W, 13

F/W의 4개 시즌이 하나의 그룹으로 ‘예술적이며 창조적

인’ 트렌드를 형성하였으며, 자연, 클래식, 문화, 색채 등

을 개성적, 예술적으로 창조하려는 경향이 제시되었다.

S/S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내추럴 트렌드를 표방하며, 단

순하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차분한 내추럴’과 자연의 에

너지와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내추럴’이 공

존하였다. 이 두 트렌드는 각각 10S/S와 12S/S 시즌, 11

S/S와 13S/S 시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S/S

트렌드는 2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09

F/W 시즌, 10F/W 시즌에는 독자적 트렌드를 형성하였

는데, 자연에 대한 관심을 친환경과 에스닉으로 표현한

‘혼합된 내추럴’, 과거에 등장한 양식들을 결합한 ‘혼합

된 클래식’이 각각 등장하였다.

지난 10년간 패션 트렌드의 큰 흐름은 ‘모던’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모던’은 전반 5년에는 주로 과거에

등장했던 스타일인 60년대와 바로크 스타일을 현대적

으로 제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후반에는 더 먼

과거인 인간의 기원, 민속복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오히

려 자연과 관련되는 모습을 보였다.

모던 즉, 현대적이라는 언어가 과거를 매개로 구현되

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던’과 관계된 과

거 중 하나는 60년대로,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60년대

의 젊음을 추구한 것이다. 현대에는 젊어진 30대와 40대

가 등장하여, 예전의 20대와 30대의 외모, 라이프 스타일

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구매력도 갖고 있으므로 패션 트

렌드 또한 젊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과거 젊음이 주

목 받았던 시기의 트렌드를 재해석하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0년대는 우주 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이를 오

늘날의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과도 비견된다. 스마트폰

은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는 스티브 잡스

의 말처럼(Isaacson, 2012), 현대의 과학은 과거로 돌아가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

술의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60년대는 새로

운 관심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현상으로 볼

때 이 지난 10년간 모던 스타일이 과거에서 해답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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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연스런 것으로 생각된다.

‘모던’과 함께 등장한 ‘내추럴’은 2010년대에 들어서

면서 더욱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환경, 생태계, 자연 등

의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식물에 관한 다양한 키

워드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내추럴 스타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Ko and Lee(2008)

가 현대 패션 스타일의 대표적 이미지는 모던이며, 내추

럴은 2004년 사라졌다고 한 결과와는 다른 관점이다. 내

추럴 스타일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소재와

실루엣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자연과 인간의 기원에 대

한 관심은 존재하였다. 지난 몇 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아시아권으로

의 공해 확산, 패스트 패션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각이 확산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웰빙

(well-being),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

다. 패션 트렌드에도 이런 현상이 반영되어 내추럴 스타

일이 대두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관심은 유지될 것이며, 따라

서 패션에서도 내추럴 스타일이 장기적인 트렌드로 지

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4년 봄, 여름에는 내추럴

스타일이 항상 등장하였고, 2년마다 같은 트렌드가 등

장한 것으로 보아, 14S/S 시즌에는 내추럴과 관련된 새

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스타일, 소재,

색채 전반에 걸친 패션 트렌드의 거시적 흐름을 제안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패션 트렌드 정보에

나타난 언어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선행연구에

서 제시된 기준에 의해 분류하지 않고 원형을 최대한 유

지하여 분석하였다는 면에서 객관성을 높였으며, 이 언

어들의 연결망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했다. 다

양화, 복합화된 현대의 트렌드는 모던, 엘레강스, 내추

럴, 심플 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그 경계가 불

분명하며, 연구자마다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원래의 단어를 분석에 이용하여 시즌과의 연관

성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 흐름을 잡아내는데 객관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하나의 거시적 흐름이 시기별로 어떻

게 변해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트렌드가 스타일뿐

아니라 소재, 색채, 실루엣, 아이템 측면에서 어떻게 구

체화되며, 다음 트렌드에는 어떤 요소가 계승되는지, 얼

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 상세구조를 고찰할 수 있었다.

패션 업계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트렌드 분석이나 상

품 기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몇

개의 연속된 시즌이 트렌드를 형성하기도 하며, 2년마

다 같은 트렌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품 기획 시,

이전 시즌 매출이 높은 아이템을 다음 시즌에 반영해야

할지, 또는 유사 트렌드가 등장한 몇 시즌 전의 트렌드

를 살펴 다음 시즌 제품 기획에 반영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흐름을 주도하는 특정 스타일, 색채, 소재

및 패턴, 디테일 정보를 선별하여 상품 디자인 시에 디

자인 구성요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트렌드 분석기관에서도 사회연결망 분석을 트

렌드 분석의 새로운 방법으로 고려,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트렌드 분석은 소비자 관찰이나 인터뷰, 산업분

석, 소비자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 등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 자료로부

터 얻는 데이터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트렌드 관련 단어들

을 무엇이며,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한다면, 패션

트렌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패션 트렌드 정보사에서 제공된 트렌

드 정보에 나타난 어휘들을 분석에 사용했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삼성디자인넷은 국내의 권위 있는 정보사이

나,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분석에 이용한

다면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형 그대로의 단어를 분석에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으나, 연구자의 판단으로 단어를 정제하였으므로, 단

어 출현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

는 못하였다. 분석 시에 단어의 등장 횟수에 의한 가중

치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트렌드 정보의 특성상, 한 시즌에 중복되는 단

어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

다. 단어 출현 빈도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파생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가중

치까지 부여된다면 연구자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는 단어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중복되는 단어가 많은, 더 큰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가중치를 두어 분석한다면 영향력이 큰 트렌드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 정보의 제공자의 입

장에서 분석되었으며, 소비자 측면은 직접적으로 고려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의류 제품 기획의 바탕이 되는

패션 트렌드 정보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지

만, 소비자는 패션 트렌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이

를 새롭게 가공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언어로 구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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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한다면, 소비자가 트렌드를 어떻

게 발전시키고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 패션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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