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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rench designer Hedi Slimane who has received recent attention from the fashion

world. He changed sub-culture ‘Rock Fashion’ into high fashion and altered the stereotype of the existing

menswear with the skinny look. His extreme slim-fit style also has changed the menswear market dramati-

cally. Hedi Slimane was mainly inspired by various rock music genres from the 1960 to 2000s such as glam

rock, psychedelic rock, grunge rock, and garage rock. He showed in his own rock style when creating his

collection. The collections inspired from the specific rock music and style were selected from Dior Homme

(2001F/W-2007F/W) and Saint-Laurent (2013F/W-2015F/W), and analyzed by the 4 genres of rock music

and fashion style as follows. First, glam rock style appeared in Dior Homme 2005F/W and Saint Laurent

2014S/S with glamorous full make-up, animal printings, and glitter textures. Second, psychedelic rock style

appeared in Saint Laurent 2015S/S with flower patterns, afro hair, fur vests, and western & ethnic bohemian

styling. Third, grunge rock style appeared at Dior Homme 2005S/S and Saint Laurent 2013F/W with messed-

up hair, destroyed jeans, and layering style. Fourth, garage rock style appeared mainly at Dior Homme 2006

S/S with messed-up hair, slim suit, fedora, and sneakers.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odern rock style for contemporary mens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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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그루밍족(grooming), 메트로섹슈얼(me-

tro sexual) 등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성복은 1960년대 후반 유니섹스(unisex) 룩

(look)을 시작으로 변화해왔는데, 최근 그루밍족과 메트

로섹슈얼 패션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좀 더 시각적 ·미학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여

성들이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행동보다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남성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Vejlgaard, 2007/2008).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은 먼저 디올 옴므(Dior Ho-

mme)를 통해 이전까지의 남성복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

념을 바꿨다. 첫째, 상하의 모두 스키니 핏(skinny fit)의

옷을 만들었고, 이전까지의 남성복 모델과는 달리 마치

기아 상태처럼 극도로 마른 모델들을 채용하여 패션쇼

에서 선보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큰 체형은 옷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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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가 아름답지만 마른 몸은 옷을 입기에 아름답다.

남자들에게도 다이어트(diet)는 필요하다. 모든 남자들은

잘 재단된 블랙 재킷(jacket)과 그에 어울리는 화이트

(white) 셔츠 혹은 티셔츠 그리고 멋진 진(jean), 심플한

블랙(black) 구두 또는 부츠(boots), 여기에 충분히 오래

된 그리고 더러운 빈티지(vintage) 운동화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라고 말했다(Standen, 2010). 둘째, 테일러링

(tailoring)과 수트(suit) 위주의 클래식(classic)한 남성복

을 보인 유럽 패션계에 에디 슬리먼은 록 스트릿(rock

street) 문화를 하이패션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그 결과,

디올 옴므의 스키니 진은 큰 인기를 끌었고 스키니를

입기 위해 여자보다 마른 남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예로 샤넬(Channel)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

커펠트(Karl Lagerfeld)도 에디 슬리먼의 스키니 진을 입

기위해 42kg 감량을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남성복 유

행 흐름을 깬 디자이너라고 평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옷

이 여성스럽다는(feminine) 지적을 하였다(Wilson, 2013).

본 연구는 하위문화인 ‘록 패션’을 대중화시키며 하이

패션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고 스키니 룩 등 남성복에 대

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혁신적 트렌드(trend)로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의 록 뮤

직 영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디 슬리먼의 생애와 작품활

동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에디 슬리먼의 작품에

주된 영감이 되는 1960~2000년대 록 음악과 패션에 관해

살펴본다. 셋째, 에디 슬리먼의 남성복 컬렉션, 2001F/W

~2007F/W 디올 옴므, 2013F/W~2015F/W 생로랑(Saint

Laurent)에 나타난 록 뮤직 영감을 분석한다. 넷째, 에디

슬리먼의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록 패션스타일의 특

징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잡지, 논

문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연구와 2001~2007년, 2013~

2015년까지 발표된 에디 슬리먼의 파리 컬렉션 사진자

료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에디 슬리먼이 디올 옴므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활동한 S/S, F/W 시즌 파

리 남성복 컬렉션(2001F/W~2007F/W)과 생로랑 크리에

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S/S, F/W 시즌 파리 남

성복 컬렉션(2013F/W~2015F/W)까지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전문 패션사이트 스타일닷컴(http://www.

style.com)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고찰을 진행하였

다. 1차로 선별한 278점의 작품 중 에디 슬리먼이 영감

받은 대표적인 록 뮤직 장르 아티스트(artist)와 록 뮤직

아티스트 특징이 나타난 컬렉션 작품 95점을 분석하였

다. 1960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록 패션과 에디 슬리

먼의 컬렉션에 나타난 록 스타일을 비교검증을 통해 글

램 록(Glam Rock),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 그

런지 록(Grunge Rock), 개러지 록(Garage Rock), 인디 록

(Indie Rock), 하드 록(Hard Rock), 하드코어 펑크(Hard

Core Punk), 하우스 뮤직(House Music), 파리 언더그라

운드 뮤직(Paris Underground Music) 등 여러 장르의 뮤

직 영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에디 슬리먼의 작품에서 빈도수가 높

고 주된 영감이 되는 1960~2000년대 록 음악과 패션을

글램 록, 사이키델릭 록, 그런지 록, 개러지 록의 4개의

장르로 도출하여 살펴본 뒤, 그의 2001F/W~2007F/W 디

올 옴므, 2013F/W~2015F/W 생로랑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록 뮤직 영감과 패션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대 남성복 패션에 나타난 록 스타일을 연구하고 개발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에디 슬리먼과 록 뮤직

1. 에디 슬리먼의 생애와 작품세계

1968년 파리에서 태어난 에디 슬리먼은 이탈리아 출

신의 어머니와 튀니지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

다. 이탈리아인 어머니, 튀니지계의 아버지, 그리고 브라

질계의 할머니 사이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기를 보내

게 된다. 어머니가 의상실을 운영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

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유년기

에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데, 11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흑백 사진과 사진현상 기법을 배웠다. 그랑 드 제

콜(Grandes coles)을 졸업 후, 기자가 되려고 정치사회학

을 공부했었으나, 패션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에꼴 뒤

루브르(Ecole du Louvre)에서 역사와 미술사를 전공하였

다(“Hedi Slimane: Berlin”, 2004).

에디 슬리먼은 그의 컬렉션 사운드 트랙과 스타일을

록 음악과 패션으로 표현한다. 에디 슬리먼은 아마추어

적인 모델들만이 풍기는 아우라(aura)를 좋아해서 자신

의 모델들을 아마추어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

는 무명 록 밴드 구성원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그는 패

션은 ‘거리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1950년대 이후로부터

는 록 음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남성 패션계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움직임은 새로운 세대의 밴드들이라고

말했다(Standen, 2010).

2000년 7월, 에디 슬리먼은 엘브이엠에이치(LV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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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의 새로운 남

성복 라인인 디올 옴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

다. 그 후 디올 옴므의 모든 라인을 책임 맡게 된다. 이후

2001F/W 컬렉션을 시작으로 2007F/W까지 7년간 디올

옴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였다. 그는 기아 상

태의 마른 모델들을 무대에 선보여 기존의 남성복에 대

한 고정관념을 깼다. 마른 소년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으

며 남자들은 그의 옷을 입기위해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

고 디올 옴므의 패션과 스키니 룩(look)은 크게 유행했

다. 2002년, 그는 뉴욕의 올해의 국제 디자이너 상을 수

상하였고, 2003년에는 크리스티앙 디올 남성 향수의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임명되었다(Milligan, 2012).

그러나 2007년 7월,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므를 떠나

4년간 패션계가 아닌 포토그래퍼(photographer)로 활동

하게 된다. 2006년 7월의 재계약 협상 때 엘브이엠에이

치 그룹과 자신 사이에 고유 브랜드를 만드는 문제로 갈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브이엠에이치 그룹은 그에게 여

성 컬렉션을 포함한 에디 슬리먼 시그니처(signature) 레

이블(label)을 런칭(launching)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

는 결국 제의를 거절했다. 그의 후임으로 어시스턴트

(assistant) 디자이너였던 크리스 반 아쉐(Kris Van Ass-

che)가 디올 옴므를 총괄하게 된다. 에디 슬리먼은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했

고 예술계에서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2012년 3월, 그는 패션계로 다시 돌아와 이브 생

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게 되었고, 2013년 브랜

드 네임을 생로랑으로 바꾸면서 현재 남녀 컬렉션을 모

두 진행하고 있다(Cartner-Morley, 2012).

에디 슬리먼은 그의 컬렉션 사운드 트랙과 패션스타

일을 주로 록 음악과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하였다.

밴드 피닉스(Phoenix), 더 레이크스(The Rakes), 레이져

라이트(Razorlight), 디즈 뉴 퓨리탄스(These New Puri-

tans) 등은 록 무명 밴드이다. 이들은 비주류 록 음악을

선보였으며, 당시 흔하지 않은 일레트로닉(electronic) 사

운드(sound)를 선사하는 밴드들이었다. 언더그라운드에

서 활동하다 에디 슬리먼에게 발탁되어 그의 컬렉션 사

운드 트랙으로 사용되었고 밴드 디즈 뉴 퓨리탄스 드러

머 조지 바넷(George Barnett)은 디올 옴므 2007F/W 모델

이었다. 그 외에도 영국 개러지 록 아티스트 피트 도허티

(Pete Doherty), 그런지 록 아티스트 커트 코베인(Kurt Co-

bain), 글램 록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사

이키델릭 록 아티스트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는 그

의 컬렉션 뮤즈였다. 에디 슬리먼은 패션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작품 외에도 그룹 피닉스의 앨범 ‘알파베티컬(Al-

phabetical)’의 자켓을 디자인했다(Menkes, 2003). 또한,

2004년에는 그의 사진앨범 ‘스테이지(Stage)’라는 록 뮤

지션 사진모음집을 출간했다(Considine, 2011).

에디 슬리먼의 디올 옴므(2001F/W~2007F/W)와 생로

랑(2013F/W~2015F/W) 남성복 컬렉션에서 글램 록, 사

이키델릭 록, 그런지 록, 개러지 록, 인디 록, 하드 록, 하

드코어 펑크, 하우스 뮤직, 파리 언더그라운드 뮤직 등

여러 장르를 볼 수 있었다. 글램 록, 사이키델릭 록, 그런

지 록, 그리고 개러지 록은 그의 컬렉션 뮤즈, 대표 컨셉

(concept), 사운드 트랙(track), 대표 디자인 그리고 모델

로 선보여졌고 데이비드 보위, 지미 헨드릭스, 피트 도

허티 등이 예이다. 그 외의 록 장르들은 화보, 사운드 트

랙, 그리고 부분적 디자인 요소에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주된 영감을 분석한 결과 글램 록, 사이키델릭 록, 그런

지 록, 개러지 록 등 가장 빈도수가 높은 총 4개의 장르

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Table 1>에서 에디 슬리먼에

게 영감을 준 4개의 록 장르 특성과 패션스타일을 먼저

살펴보고, <Table 2>에서 에디 슬리먼 컬렉션에 나타난

록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2. 록 음악과 패션

1) 글램 록과 패션

글램 록은 매력적인, ‘화려한(glamorous)’이라는 말에

서 탄생한 것으로 여성처럼 화려한 치장과 아방가르드

(avant-garde)한 패션을 한 남성 로커들이었다. 1960년대

후반, 히피 패션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하였고 글램 록

가수의 의상은 젊은이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다

른 록 음악과 달리 음악적인 면에서 글램 록만의 고유

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티스트의 패션은 다른

록와 구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과 1970년대 초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인간은 우주에 착

륙할 수 있게 되었고, 패션에서도 우주 물체에 사용된

신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석, 귀금속 등을 이용한 록 패션에 사

용되었는데, 대표적인 뮤지션들은 데이비드 보위, 뉴욕

돌스(New York Dolls), 티렉스(T-Rex), 마크 볼란(Mark

Bolan), 록시 뮤직(Roxy Music) 등이 있다(Nam, 2014b).

글램 록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체를 극도로 조

이는 실루엣, 메탈릭(metalic)한 소재, 동물무늬, 플랫폼

(platform) 신발, 과다한 장식, 짙은 화장, 다양한 액세서

리 그리고 화려한 머리 모양이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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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험적 패러디(parody)인데, 실험적 패러디는 연

주를 연기한다는 미학을 통한 실험적인 표현을 하는 것

이 주 내용이고 유명 인사의 패러디와 성적인 패러디가

‘실험적 패러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Gilmonur, 1999).

데이비드 보위는 록 음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의

음악과 행동의 인공성(artificiality)을 통해 보여주려 하

였으며, <Fig. 1>에서 지기 스타더스트(Ziggy Stardust)라

는 이미지의 인물은 남자의 모습이 아닌 과한 메이크업

으로 자신을 양성애자라 하였고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보여주었다. 글램 록은 성적인 행동의 공연과 성별구분

이 모호한 자극적인 의상이 큰 특징이다. <Fig. 2>에서

밴드 록시 뮤직은 여장을 하여 앨범 표지를 장식하였다.

<Fig. 3>에서 밴드 뉴욕 돌스는 인체를 극도로 조이는

실루엣, 메탈릭한 소재, 동물무늬, 플랫폼 신발 그리고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신화적 우주인을 표현하고 있다

(Hoskyns, 1998).

2) 사이키델릭 록과 패션

히피는 1964년 미국에서 등장하였고 물질주의적이

고 실리주의적인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적인 집단이다.

1960년대 우드스탁(woodstock) 록 페스티발(rock festi-

val) 히피 문화에 사이키델릭 록이 등장하였다. 대표적

뮤지션으로는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과 지미 헨드

릭스,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ne), 그레이트

풀 데드(Grateful Dead), 도어즈(Doors), 러브(Love) 등이

있다(Nam, 2014a). 사이키델릭 록 패션의 특성을 보면,

저항과 약물문화이다.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마약복

용은 사이키델릭 문화를 만들어내었고 자신들의 생활과

감정을 청바지, 긴 머리, 남녀 구별 없는 의복과 사이키

델릭 아트와 록 음악을 통해 구현된 패션으로 표현하였

다. 그리고 사랑과 자연을 나타낸다. ‘꽃’은 순수하고 가

식이 없어 사랑과 자연을 나타내는 매개체였다. 이러한

‘꽃’은 사이키델릭 록 패션에 도입되었다. 사이키델릭 패

턴의 꽃무늬 셔츠나 재킷, 스커트에서부터 선글라스 테

등에 이르기까지 꽃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

보였다. 그리고 에스닉(ethnic)과 향수가 있는데, 히피들

은 당시 자신들의 불안감을 과거 이국적인 것으로 대체

시켰다. 기존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

수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이국적 요소들을 수용하여 그

들 특유의 패션으로 창조하였다. 히피 패션에서 인디언

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비즈(beads) 같은 천연소

재를 사용하여 히피의 자연회귀사상을 나타내었다. 또

히피들 사이에서 동양직물이 유행하였는데 동양직물이

갖는 부드러운 촉감은 약물복용에서 느끼는 환각적 경

험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Kim & Lee, 2003).

<Fig. 4>에서 지미 헨드릭스는 술이 있는 인디언 옷,

헤어밴드 등 다양한 에스닉한 액세서리 등으로 장식하

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아프로(afro) 헤어는 가공하지

않고 커다랗게 부풀려 연출한 것으로 장식이나 정돈 없

이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하여 자연으로 희구하고자 하

는 히피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Fig. 5>에서는 히피 상

징인 ‘꽃’ 패턴이 들어간 재킷과 셔츠를 착용하였다.

<Fig. 6>에서 제니스 조플린은 털모자, 털코트, 그리고

여러 개의 목걸이를 입은 모습은 히피의 전형적인 옷차

림이다(Seo & Cho, 1995).

3) 그런지 록과 패션

그런지(Grunge)란 ‘보잘 것 없고 지저분하며 따분한’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졌고, 지글거리는 기타 사운드

를 말하는 의성어이다. 그런지는 록 그룹 너바나(Nirv-

ana)의 음악에서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중적이게 된 음악 장르이고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항과 소외된 젊은 층들이 형

성한 새로운 하위문화로 젊은이들의 불안과 분노 등을

나타내었다(Chung & Geum, 2005). 이들의 음악적 메시

지는 정치적인 내용보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혼란

스러운 상황과 그 속에서 피폐해가는 개인의 감정을 묘

사하였는데, 지글거리는 기타 톤과 무겁고 우울하고 분

노에 가득 찬 절규는 얼터너티브(alternative) 장르에서

‘그런지’라는 하나의 스타일로 탄생되었다. 대표적인 뮤

지션으로는 너바나, 코트니 러브(Courtney Love), 펄잼

(Pearl Jam), 앨리스 인 체인스(Alice in Chains), 사운드 가

든(Sound Garden) 등이 있다(Nam, 2014c).

또, 그런지 음악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중의 하나

가 패션이다.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머리, 더럽고 찢어진

청바지 & 티셔츠, 겹겹이 레이어링(layering)된 의류 등

더러운 이미지로 무대에 선 그런지 뮤지션들의 패션은

유행을 크게 끌었다(Kim, 2011).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머리, 미완성적 마무리, 낡고 해진 무대의상, 믹스매치

(mix-match) 레이어링 & 패치워크(patchwork), 낡은 플레

이드 프란넬(flayed flannel) 셔츠 & 복고적 프린트 셔츠

그리고 여장, 낙서, 우수꽝스러운 의상이 그런지 패션의

주요 특성이다. <Fig. 7>에서 미완성적인 마무리(무릎 찢

어진 청바지, 끝처리를 하지 않고 잘라 입은 의상), 지저

분하고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은 너바나 보컬 커트 코베

인의 의상에서 볼 수 있다. <Fig. 8>에서는 루즈(loose)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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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와 헝클어진 머리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Fig.

9>에서 커트 코베인은 프란넬 셔츠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프란넬 셔츠는 그런지 록 패션의 상징이 되

었다.

4) 개러지 록과 패션

개러지 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비틀즈

(Beatles)나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등의 브리티시

인베이젼(British Invasion) 밴드들을 보며 자란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차고에서 놀이 삼아 만든 음악이라 해

서 ‘차고 록’이라고도 불린다. 개러지(차고)같이 음악을

할 만한 좋은 환경과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디아이와이(DIY) 정신을 담은 록 장르이다. 그

래서 개러지 록 밴드의 연주는 보통 서투르고 어수룩하

다. 개러지 록의 가사는 당시 흔한 가사들보다 잘 알아

들을 수 없는 스크리밍(screaming), 샤우팅(shouting), 그

로울링(growling) 창법을 사용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

인다. 즉,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스쿨 밴드 수

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겉멋이 든’ 음악이 많았다고

도 할 수 있다(Shucker, 2002).

2000년대에 들어서 개러지 록은 재조명 받게 되는데,

이 때 등장한 개러지 록 밴드가 더 스트록스(The Stro-

kes)이다. 데뷔 앨범 <Is This It(2001)>에 엄청난 찬사가

쏟아졌다. 당시 스트록스의 출현은 대단히 신선했다. 뉴

욕 상류층의 자제들이었고 그들은 패션과 외모도 준수

하여 스타성까지 갖춘 밴드였다. 그들의 음악은 1960~

1970년대의 개러지 록과 닮았다고 하여 스트록스를 필

두로 한 일련의 흐름을 ‘개러지 리바이벌’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스트록스, 바인스(The Vines), 화

이트 스트라입스(The White Stripes), 하이브스(The Hi-

ves), 피트 도허티(Pete Doherty), 리버틴스(The Libert-

ines), 악틱 몽키스(Arctic Monkeys), 쿡스(The Kooks),

킬러스(The Killers) 등이 있다(Park, 2013).

개러지 록 대표 아티스트 피트 도허티와 더 스트록스

의 패션은 패션계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스타일

은 크게 유행했다. 그들은 음악보다 패션에 대중들의 관

심을 받았고 음악잡지보다 패션잡지에 더 많이 실렸다.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은 그의 컬렉션을 피

트 도허티를 모티브로 하였고 에디 슬리먼의 작품은 남

성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 피트 도허티의 중절모와 재

킷 그리고 슬림한 팬츠와 앵글부츠, 더 스트록스의 가죽

자켓, 아웃도어 재킷, 스트라이프 재킷, 디스트로이드 진

(destroyed jean)은 인기를 끌었고 이들이 입고 있는 전체

적인 슬림 핏의 의상이 가장 큰 아이덴티티(identity)라

고 볼 수 있다. <Fig. 10>에서 개러지 록 대표 아티스트 피

트 도허티는(Scalia, 2010) 페도라와 슬림 핏 수트를 착

용하고 있고 <Fig. 11>에서 피트 도허티는 페도라(fed-

ora), 슬림한 핏의 블레이저와 팬츠, 티셔츠 그리고 앵글

부츠를 착용하였다. <Fig. 12>에서 밴드 더 스트록스는

전체적으로 슬림 핏의 옷과 디스트로이드 진을 착용하

였다(Robinson, 2005).

III. 에디 슬리먼의 남성복 디자인에 나타난

록 뮤직 영감과 스타일 특성

1. 글램 록 스타일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므 2005F/W에서 의상 컨셉을

글램 록 대표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를 모티브로 삼았

다. 2005F/W 의상에서 글램 록의 특징인 화려한 메이크

업과 글리터 소재 의상이 있다는 것인데, <Fig. 14>에서

모델에게 화려한 메이크업과 모델들이 착용하고 있는

금색 글리터(glitter) 소재 앵글부츠를 볼 수 있다(Blanks,

2005a). 생로랑 2014S/S에서 의상 컨셉을 글램 록 대표

아티스트 뉴욕 돌스를 모티브로 삼았다. <Fig. 15>에서

2014S/S 모델 스타일을 보면, 화려한 메이크업과 지브

라(zebra) 무늬 팬츠 그리고 인체를 극도로 조이는 실루

엣(silhouette)을 착용하고 있다. 자극적인 색상 핑크색 앵

글부츠(angle boots)와 스팽글(spangle) 소재로 이루어진

글리터 소재 블레이저를 착용하고 있고 인체를 조이는 스

키니 진과 화려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Blanks, 2013d).

<Fig. 16>에서 모델들의 화려한 머리 또한 데이비드 보

위와 뉴욕 돌스의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에디 슬리먼은 글램 록의 과한 스타일을 자신

만의 록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

하였다. <Fig. 17>에서 보면 에디 슬리먼의 주요 아이템

인 스키니 데님은 기존의 글램 록 스타일과는 다르다. 이

는 에디 슬리먼이 1960년대 뉴욕 돌스의 글램 록 스타일

과 데님을 믹스하여 캐주얼 룩으로 표현한 것이다. 디

올 옴므 2005F/W에서 글램 록 요소가 액세서리, 메이크

업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면, 생로랑 2014S/S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디 슬리먼의 데님 팬츠의 비중

을 줄이고 글램 록 요소인 에니멀 프린트(animal print)

팬츠, 스팽글, 스키니 레더(leather), 호피 패턴의 실루엣

을 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컬렉션에서는 캐주얼한

요소를 드러내어 기존 글램 록 패션과 차별화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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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넥, 스트라이프 티셔츠, 데님 팬츠 그리고 캐주얼한

블레이저는 기존 글램 록 패션에서 업데이트된 아이템

이다. 이로써 에디 슬리먼은 글램 록 패션과 캐주얼 데님

스타일을 결합하여, 남성 패션에서 화려하지만 캐주얼

Table 1. Rock music and fashion

Rock genre Rock fashion style

Glam

Rock

Fig. 1. David Bowie.

From Herald. (1992). p. 23.

Fig. 2. Roxy Music.

From Herald. (1992). p. 23.

Fig. 3. New York Dolls.

From Herald. (1992). p. 23.

Psychedelic

Rock

Fig. 4. Jimi Hendrix (I).

From Jimi Hendrix's patchwork coat

heads to the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2010).

http://voices.washingtonpost.com

Fig. 5. Jim Hendrix (II).

From Frances. (2011).

http://ellefrances.blogspot.kr

Fig. 6. Janis Joplin.

From Due. (2015).

http://azzurrodue.com

Grunge

Rock

Fig. 7. Kurt Cobain (I).

From Freimark. (2015).

http://www.deathandtaxesmag.com

Fig. 8. Kurt Cobain (II).

From Kurt Cobain rare pictures. (2011).

https://vintageeveryday.wordpress.com

Fig. 9. Kurt Cobain (III).

From Kurt Cobain: Grunge style icon.

(2015). http://www.thefashionisto.com

Garage

Rock

Fig. 10. The Strokes.

From Macbain. (2015).

http://www.nme.com

Fig. 11. Pete Doherty (I).

From Pete Doherty:

“Kate Moss Still Calls Me!”. (2012).

http://www.posh24.com

Fig. 12. Pete Doherty (II).

From Pete Doherty - Musician, poet,

artist, babyshamble & libertine. (2015).

https://byronsmus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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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던 스트릿 룩을 유행시켰다. 분석결과, 스키니 핏의

캐주얼 재킷, 티셔츠, 데님 팬츠 등은 에디 슬리먼이 추

구하는 스트리트 캐주얼 스타일이다. 그는 스키니 캐주

얼 스타일과 글램 록 패션요소인 화려한 스팽글과 글리

터 소재, 에니멀 프린트 팬츠, 스키니 레더 팬츠 등과 결

합하여 자신만의 록 스트릿 패션으로 재해석하였다.

2. 사이키델릭 록 스타일

에디 슬리먼은 생로랑 2015S/S에서 의상 컨셉을 70년

대 사이키델릭 록을 모티브로 삼았다. <Fig. 18>에서 모

델 스타일을 살펴보면, 지미 헨드릭스의 헤어밴드 스타

일과 자연을 사랑하는 히피들의 상징인 꽃을 베스트에

꽃무늬 프린팅으로 장식했다는 점과 제니스 조플린이

즐겨하던 여러 개의 목걸이 스타일을 볼 수 있다. <Fig.

19>에서 모델은 술이 달린 인디언 풍의 케이프와 화려

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스카프를 착용했다. <Fig. 20>

에서 제니스 조플린의 여러 개 목걸이 스타일과 그녀가

즐겨 입었던 퍼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Blanks, 2014c).

그러나 오리지널 사이키델릭 록에서 스키니 데님 패션

과 웨스턴(western) 부츠는 존재하지 않았다. 에디 슬리

먼 컬렉션에서 1970년대 사이키델릭 록 패션과 그가 추

구하는 스키니 패션, 그리고 그가 활동하는 엘에이(LA)

주변 미국 서부 카우보이 패션을 융합한 스타일을 선보

이고 있다. 꽃 프린팅, 헤어밴드, 아포로 헤어, 헝클어진

머리, 퍼 조끼, 여러 개의 액세서리는 사이키델릭 록을

나타내고 웨스턴 부츠, 카우보이(cowboy)를 떠올리는

모자는 미국 서부 카우보이 패션이 연상된다. 마지막으

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에디 슬리먼의 데님 스

키니 팬츠 역시 등장하였다.

<Fig. 21>에서 사이키델 록 패션은 2015S/S뿐만 아니

라 에디 슬리먼의 디올 옴므 2002F/W에서 드러났다. 2015

S/S 같이 사이키델릭 록을 상징하는 프린팅과 액세서리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이키델릭 록 밴드 더 지저스 앤

메리 체인 커즈(The Jejus and Mary Chain Cause)의 보컬

바비 길레스피(Bobby Gillespie) 헤어 스타일과 그의 슬

림 핏 패션은 2002F/W에서 드러난다. 디올 옴므 2002

F/W에서 사이키델릭 록 요소가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

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면, 생로랑 2015S/S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디 슬리먼의 주 메인 아이템인

데님 팬츠의 비중을 줄이고 사이키델릭 록 요소인 플라

워(flower) 무늬, 퍼, 여러 개의 목걸이, 케이프, 지미 헨

드릭스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컬렉

션에서는 캐주얼한 요소를 드러내어 기존 사이키델릭

록 패션과 차별화를 두었다. 청재킷, 웨스턴 부츠, 데님

팬츠, 스키니 진 그리고 블레이저와 프린팅이 들어간 블

루종은 기존 사이키델릭 록 패션에 없는 아이템이다. 또

한 스웨이드 블루종 패션을 보면, 에디 슬리먼이 추구

하는 슬림 핏, 기존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 스웨이드 재

질과 사이키델릭 요소인 자수 패턴으로 표현하였다. 이

와 같이 에디 슬리먼은 사이키델릭 록 패션과 웨스턴, 보

헤미안 스타일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캐주얼 스타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생로랑 2015S/S 컬렉션은 사

이키델릭 록의 영감을 바탕으로 에디 슬리먼만의 스키

니 캐주얼 패션스타일과 아메리칸 카우보이 패션을 결

합하여 표현하였다. 즉, 에디 슬리먼의 캐주얼 패션스타

일인 청재킷, 스키니 진, 데님 재킷, 블레이저, 블루종 등

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케이프, 플라워 무늬

등 사이키델릭 록 패션요소와 웨스턴 부츠, 모자 등 카

우보이 패션을 적절히 믹스하였다.

3. 그런지 록 스타일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므 2005S/S와 생로랑 2013F/W

의상 컨셉을 그런지록 대표 아티스트 너바나의 커트 코

베인을 모티브로 삼았다. <Fig. 26>에서 디올 옴므 2005

S/S 모델 스타일을 살펴보면, 지저분한 머리와 빈티지

터치가 가미된 티셔츠와 카키 컬러 재킷은 커트 코베인

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Blanks, 2004). <Fig. 22>에서

모델은 디스트로이드 진을 착용하고 있는데, 디스트로

이드 진은 커트 코베인의 스타일 아이콘이었다. <Fig.

23>에서 생로랑 2013F/W 모델 스타일에서, 무릎 찢어

진 스키니 진과 박시한 핏의 빨간색, 검은색 스트라이

프 니트는 커트 코베인이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고 그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Fig. 24> 빨간색

검정색 프란넬 셔츠를 볼 수 있는데, 그런지 록을 상징

하는 스타일이다. 마지막 <Fig. 25>에서 커트 코베인이

즐겨 입던 빨간색, 검은색 니트 패턴의 목도리와 호피 패

턴 가디건에 넣어 레이어드함으로써 그런지 록의 전형적

인 패션을 선보였다. 이에 더불어 헝클어진 머리는 커트

코베인을 연상시키기 좋은 화보이다.

에디 슬리먼은 자신이 추구하는 스키니 패션을 디올

옴므 2005S/S와 생로랑 2013F/W에서 그런지 록 패션과

결합시켜 나타냈다. 디올 옴므 2005S/S에서 그런지 록 요

소가 액세서리, 실루엣, 헤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면, 생로랑 2013F/W에서는 크게 드러났다. 에디 슬리먼

– 359 –



158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2, 2016

의 주 메인 아이템인 데님 팬츠가 가장 돋보이는 시즌이

었다. 그런지 록 요소인 프란넬 셔츠, 레이어드 패션, 루

즈한 니트, 디스트로이드 진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헤어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컬렉션에서는 캐주

얼한 요소를 드러내어 기존 그런지 록 패션과 차별화를

두었다. 데님 재킷(denim jacket), 앵글부츠, 더플 코트(du-

ffle coat), 블레이저 그리고 페어아일(fairisle) 등 다양한

패턴이 들어간 니트는 기존 그런지 록 패션에서 추가된

아이템이다. 이와 같이, 에디 슬리먼은 자신의 슬림 핏에

그런지 룩의 느슨한 레이어링, 낡고 빛바랜 스타일로 마

치 자유로운 예술가를 연상시키는 스트릿 룩을 제시하

였다. 디올 옴므 2005S/S와 생로랑 2013F/W에서는 그

런지 록 패션과 에디 슬리먼의 캐주얼 패션스타일 두 요

소 모두 잘 드러난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그런지 록 패

션요소인 찢어진 청바지, 루즈한 니트 등과 에디 슬리

먼의 캐주얼 패션스타일인 더플 코트, 블레이저, 앵글

부츠, 니트 등의 조합이 돋보였다.

4. 개러지 록 스타일

디올 옴므 2007S/S와 2007F/W에서 개러지 록 요소

가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면, 디올 옴므 2006S/S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에

디 슬리먼은 디올 옴므 2006S/S 의상 컨셉을 개러지 록

대표 아티스트 피트 도허티를 모티브로 삼았다. <Fig.

27>에서 페도라, 블레이저, 스키니 팬츠 그리고 창백한

피부와 정돈되지 않은 젖은 머리는 피트 도허티의 스타

일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Fig. 28>에서 피트

도허티의 페도라 패션과 정돈되지 않은 머리 그리고 전

체적으로 슬림핏 실루엣을 볼 수 있다. 피트 도허티의 패

션에 영감을 받은 그의 심화된 패션을 볼 수 있었고 에디

슬리먼의 클리퍼 패션은 기존의 개러지 록과는 차별화

된다. 하지만, 기존의 개러지 록 패션과 에디 슬리먼이 추

구하는 패션과 공통점이 많은 컬렉션이었다. <Fig. 30>

은 디올 옴므 2007S/S인데, 전체적으로 슬림핏 수트를

착용한 것과 스니커즈를 착용하였고 개러지 록 패션을

보인다. 또한 리틀 안즈(Littl'Ans) 라는 개러지 록 밴드

를 모티브로 하여 컬렉션을 진행하였다. <Fig. 31>은 디

올 옴므 2007F/W이고 개러지 록 밴드 디즈 뉴 퓨리탄스

(These New Puritans)의 드러머 조지 바넷(George Bar-

nett)을 모델로 캐스팅하였고 사운드 트랙 역시 그의 음

악이었다. <Fig. 30>−<Fig. 31>는 디올 옴므 2007S/S와

2007F/W 컬렉션인데, 개러지 록 패션이 적나라하게 드

러나지는 않지만 개러지 록 스타일의 요소가 조금씩 보

인다. 2007S/S에서는 피트 도허티가 즐겨 입은 슬림 핏

수트, 스키니와 스니커즈 스타일이 연상되었고 2007F/W

에서는 사운드 트랙과 개러지 록 아티스트를 모델로 세

웠고 슬림한 블레이저에서 개러지 록 스타일을 볼 수

있다.

<Fig. 29>은 피트 도허티의 디올 옴므 2006S/S 화보

이다. 페도라 패션과 슬림핏 수트와 넥타이 패션을 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주 메인 아이템인 데님 팬츠가

돋보이는 시즌이었다. 개러지 록 요소인 페도라, 블레이

저, 넥타이, 스니커즈, 데님 팬츠, 슬림 핏 그리고 피트

도허티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올 옴

므 2006S/S, 2007S/S 그리고 2007F/W 컬렉션을 살펴보

면 개러지 록 패션과 에디 슬리먼의 캐주얼 패션에 공

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레이저, 스니커즈, 데

님 팬츠, 슬림 핏 아이템들은 에디 슬리먼의 캐주얼 패

션에 많이 나타난 요소들이었고 개러지 록 패션은 페도

라 등의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세련미를 더하여 표현되었다.

IV. 결 론

연구결과, 에디 슬리먼은 자신의 컬렉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수많은 록 뮤직 장르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는 글램 록, 사이키델릭 록, 그런지 록 그리고 개러지 록

이라는 4개의 대표적 장르로 도출되었다.

첫째, 글램 록은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록의 한 장

르이고 여성처럼 화려한 치장을 하고 아방가르드한 패

션을 한 남성 록커들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는 데이비드 보위, 뉴욕 돌스, 티렉스, 마크 볼란, 록시

뮤직 등이 있다.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므 2005F/W에서

글램 록 대표 뮤지션 데이비드 보위, 생로랑 2014S/S에

서는 뉴욕 돌스에게 영감을 받고 글램 록 패션특성이 나

타난 작품을 표현했다. 에디 슬리먼의 글램 록 패션에

서는 글리터 소재, 동물무늬 팬츠, 앵글부츠 과한 메이

크업 그리고 데님 팬츠와 기본 블레이저 등 캐주얼 스타

일이 조화를 이루었다.

둘째, 사이키델릭 록은 1960년대에 등장하여 히피들

에 의해 유행되었고 히피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록의 한

장르이다. 마리화나나 엘에스디(LSD) 등의 환각제 사용

에서 얻은 이미지를 사운드화 하는 실험음악이었고 대

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제니스 조플린과 지미 헨드릭스,

제퍼슨 에어플레인, 그레이트풀 데드, 도어즈, 러브 등이

– 360 –



에디 슬리먼의 남성복 디자인에 나타난 록(Rock) 뮤직 영감 159

Table 2. Hedi Slimane menswear collection

Rock

genre
Hedi Slimane collection

Glam

Rock

Fig. 14. Dior Homme

2005F/W.

From Blanks. (2005a).

http://www.vouge.com

Fig. 15. Saint Laurent

2014S/S (I).

From Blanks. (2013e).

http://www.vouge.com

Fig. 16. Saint Laurent

2014S/S (II).

From Glam Rock, bowie

and gender bending. (2014).

https://sophmoet.wordpress.com

Fig. 17. Saint Laurent

2014S/S (III).

From Blanks. (2013d).

http://www.vouge.com

Psychedelic

Rock

Fig. 18. Saint Laurent

2015S/S (I).

From Blanks. (2014a).

http://www.vouge.com

Fig. 19. Saint Laurent

2015S/S (II).

From Blanks. (2014b).

http://www.vouge.com

Fig. 20. Saint Laurent

2015S/S (III).

From Blanks. (2014c).

http://www.vouge.com

Fig. 21. Dior Homme

2002F/W.

From DIOR HOMME 2002

Fall WInter [1]. (2006).

http://blog.daum.net

Grunge

Rock

Fig. 22. Saint Lau-

rent 2013F/W (I).

From Blanks. (2013a).

http://www.vouge.com

Fig. 23. Saint Lau-

rent 2013F/W (II).

From Blanks. (2013b).

http://www.vouge.com

Fig. 24. Saint Lau-

rent 2013F/W (III).

From Blanks. (2013c).

http://www.vouge.com

Fig. 25. Saint Lau-

rent 2013F/W (IV).

From Frank (2013).

http://www.thefader.com

Fig. 26. Dior Homme

2005S/S.

From Blanks. (2004).

http://www.vouge.com

Garage

Rock

Fig. 27. Dior Homme

2006S/S (I).

From Blanks. (2005b).

http://www.vouge.com

Fig. 28 Dior Homme

2006S/S (II).

From Blanks. (2005c).

http://www.vouge.com

Fig. 29. Dior Homme

2006S/S (III).

From Picture of Pete

Doherty (2011).

http://www.listal.com

Fig. 30. Dior Homme

2007S/S.

From Blanks. (2006).

http://www.vouge.com

Fig. 31. Dior Homme

2007F/W.

From Blanks. (2007).

http://www.vou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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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이키델릭 록 패션은 자연친화적이고 화려한 문

양과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에디 슬리먼은 생로랑 2015S/S에서 사이키델릭 록 아티

스트들과 패션에 영감을 받아 사이키델릭 록 패션특성

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표현했다. 그리고 2002F/W에서 사

이키델릭 록 아티스트 바비 길레스피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사이키델릭 록 패션에서는 꽃무

늬 베스트, 퍼 베스트, 헤어밴드 그리고 웨스턴 부츠의

미국 카우보이 패션과 청재킷 데님 스키니 등 캐주얼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었다.

셋째, 그런지 록은 밴드 너바나의 음악에서 출발하였

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중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록의 한 장르이다. 그런지 록 뮤지션들은 원인을 정

확히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 속에서 피폐해가

는 개인의 감정을 묘사하였는데, 지글거리는 기타 톤과

무겁고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절규는 얼터너티브 장

르에서 ‘그런지’라는 하나의 스타일로 탄생되었다. 대

표적인 뮤지션으로는 너바나, 코트니 러브, 펄잼, 앨리

스 인 체인스, 사운드 가든 등이 있다. 그런지 록 패션은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머리, 미완성적 마무리, 낡고 해진

무대의상, 믹스매치 레이어 & 패치워크, 낡은 플레이드

프란넬 셔츠 & 복고적 프린트 셔츠 그리고 여장, 낙서,

우스꽝스러운 의상이 특징이다.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

므 2005S/S와 생로랑 2013F/W에서 그런지 록 대표 뮤지

션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에게 영감을 받고 그런지 록 패

션특성이 나타난 작품을 표현했다. 에디 슬리먼의 그런

지 록 패션에서는 헝클어진 머리, 프란넬 셔츠, 레이어드

패션, 디스트로이드 진과 더플 코트, 니트 등 캐주얼 스

타일이 조화를 이루었다.

넷째, 개러지 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비

틀즈나 롤링 스톤즈 등의 브리티시 인베이전 밴드들을

보며 자란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차고에서 놀이 삼아

만든 음악이라 해서 ‘차고 록’이라고도 불린다. 개러지

록 밴드의 연주는 보통 서투르고 어수룩하다. 개러지 록

의 가사는 당시 흔한 가사들보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스크리밍, 샤우팅, 그로울링 창법을 사용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뮤지션으로는 스트록스, 바인

스, 화이트 스트라입스, 하이브스, 피트 도허티, 리버틴

스, 악틱 몽키스, 쿡스, 킬러스 등이 있다. 에디 슬리먼

은 디올 옴므 2006S/S에서 개러지 록 대표 아티스트 피

트 도허티 패션에 영감을 받아 개러지 록 특성이 두드러

지는 작품을 표현했다. 그리고 2007S/S와 2007F/W에서

개러지 록 요소를 볼 수 있다. 에디 슬리먼의 개러지 록

패션에서는 헝클어진 머리, 페도라, 슬림 핏 수트, 스키

니 데님 팬츠, 디스트로이드 진 등의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에디 슬리먼의 록 패션스타일은

캐주얼 패션과 록 패션의 조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스키니 룩, 데님 팬츠, 티셔츠, 운동화 등의 캐

주얼 패션을 다양한 장르의 록 뮤직 영감을 바탕으로

에디 슬리먼만의 록 패션스타일로 재해석하였다. 모든

남자들이 잘 재단된 블랙 재킷과 그에 어울리는 화이트

셔츠 혹은 티셔츠, 멋진 진, 심플한 블랙 구두 또는 부츠,

그리고 빈티지 운동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그의 인터뷰와 같이, 에디 슬리먼은 컬렉션마다 록

뮤직 영감을 바탕으로 스키니 캐주얼 패션과 록 패션을

융합시켜 그만의 록 패션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에디 슬

리먼은 다양한 록 뮤직에서 영감을 받으며, 록 스타들을

자신의 뮤즈로 표현한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연구결과

에디 슬리먼은 대표적 록 뮤직 장르로 글램 록, 사이키

델릭 록, 그런지 록 그리고 개러지 록에서 영감을 받았고,

남성복 컬렉션에서 자신만의 스키니 룩을 바탕으로 과

거와 현재의 ‘록’ 스타일을 장르별로 재해석했다. 특히

개러지 록은 대중들에게 생소한 장르인데, 그의 컬렉션

사운드 트랙, 모델 그리고 스타일에서 개러지 록 아티스

트들의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대중들이 생각했

던 ‘남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마른 사

람들을 위한 옷을 만든 동시에, 그가 영향을 크게 받은

록 스타일과 함께 접목시킨 것이다. 그의 컬렉션은 남성

복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의 정체성이 마른

남자들을 위한 옷인 동시에 록 스타일이라는 것을 대중

들에게 각인시켰다. 여기서 그의 록 스타일은 페미닌하

고 그루밍한 스타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복에

서 록 스타일의 화려함을 모던 스트릿 캐주얼로 표현하

여, 때로는 글래머러스하게, 때로는 자유로운 보헤미안

스타일로, 그리고 시크하고 섹시한 스타일 등 다양하게

연출하였다.

과거 그의 디올 옴므 컬렉션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

지하는 ‘스키니 데님 룩’은 현대적인 록을 대변하는 스

타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2012년 생로랑으로 돌아와

2013F/W를 발표하면서 디스트로이드 진, 더플 코트, 프

란넬 셔츠 그리고 앵글부츠를 유행시켰고, 현재 국내 남

성복 패션에도 모방하고 영감을 얻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을 보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디 슬리먼이 영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난 다양한 록 뮤직 중 대표적인 4가지 장르로만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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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그의 남성복 컬렉션에 나

타난 록 뮤직 정체성과 스타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

대 남성 패션에서 록 스타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선행

연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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