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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Effortless Chic’ that continues to lead fashion world trends in a social

climate not to bound by formalities that also consider changes in the term's meaning. Effortless Chic can be

defined as behavior or fashion expressed in a refined, gracious manner, with skillfulness that does not show

physical or mental efforts. Effortless Chic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classic, fashionable and gender-

less, smartness which appropriately matches high-priced and low-priced brands, being eclectic between gla-

mor and simplicity, or unconventional that also includes convenience, functionality, graciousness and soft-

ness. Active use of fabric with ease of care and use of design items capable of a variety of styling regardless

of the season shows that effortless chic is receiving a strong attention thanks to the trend of eased TPO norm

application. In conclusion, effortless chic shown in modern fashion does not mean an actual lack of endea-

vors as indicated by the word itself or low-priced fashion items, but can be seemed as another name for lux-

ury represented by naturalness that hides the efforts.

Key words: Effortless chic, French chic, Sprezzatura, Classic, Luxury; 에포트리스 시크, 프렌치 시크, 스

프레짜투라, 고전, 호화로움

I. 서 론

패션은 다양한 모습과 표현으로, 익숙해짐과 새로운 불

균형 추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현대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21세기 패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trend 중

하나는 자연스러움인데, 이는 normcore, french chic 등이

유행의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

로 제일기획이 실시한 여론조사 통계에서는 꾸미지 않은

듯 수수하면서도 멋스러운 것이 특징인 french chic가

가장 즐겨 입는 패션 style로 선정되기도 했다(“가장 선

호하는 패션 스타일 [The most preferred fashion style]”,

2016). 패션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계엔 과시

적이고 화려해지지만, 성숙기에 접어들어 브랜드 이름

에만 의존하는 것이 촌스럽게 느껴질 땐 평범한 듯 남과

다른 style을 추구하게 된다(“2015년 버전의 시크 룩이

란? [What is the 2015 version of Chic Look?]”, 2015).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 ‘무심한 듯 시크하게’라는 의

미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 effortless chic는 형식에 얽매이

지 않는 것이 trend인 사회 분위기에서 지나치게 차려입

는 것은 간편하게 입는 것보다 위험하다는(Holl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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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는 사고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교묘

하게 그렇지 않아 보이도록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즉

‘잘 계산된 흐트러진 style’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권

위적인 정치 슈트를 벗어 던지고 ‘no tie’와 ‘no jacket’으

로 반듯함보다 흐트러짐을 내세운 미국 대통령 버락 오

바마(Barack Obama)의 슈트 정치는 치밀하게 계획된

21세기 글로벌 리더 스타일의 빅 트렌드로 기록된다(E.

H. Kim, 2016).

이렇게 effortless chic는 지속적으로 패션계의 흐름을

주도하며 유행하고 있지만 아직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가 없고, 그 특성과 개념이 모호한 채로 일

시적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ffortless chic가 패션의 역사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

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개념임을 밝혀내고, 이에 내재한

심리와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새로운 표현 방식

을 분석하여 현대 소비자의 심리와 trend에 맞는 패션 상

품 기획에 구제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ffortless chic의 개념

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effortless chic와 반대되는 개념

인 elaborate의 의미와 style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의 의미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1892년 발행초판에

서 최신호에 이르기까지 게시물에 대하여 99.95%의 정

확도로 디테일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Vo-

gue Archive에서 effortless의 키워드로 수집한 기사와 패

션 사진을 분석하여 effortless chic에 나타난 표현 양식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 변천의 거울로서 사회적 요구에

의한 변화로 설명되는 이러한 복식 양식의 변화(Kim,

2013)가 현대 사회에 반영하는 의미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현대 패션의 새로운 요소들의 등장 배

경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effortless 단어 사용의 시대적 배경과 style

분석을 위해, 전문 서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와 함께 Vogue Archive의 사진과 기사자료의 사례

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범위는 effortless 단어로 자료가 검색되기 시작하

는 191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로 한정하였고, Vo-

gue Archive의 자료 중 패션 사진의 검색결과 43개 자료

에 나타난 총 342장의 사진과 475개의 기사를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의미,

실루엣, 소재, 색상, 아이템, 착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effortless chic의 개념

effortless chic는 ‘effortless’와 ‘chic’의 합성어로써 통상

적으로 한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

지 않은 용어이다.『Oxford Dictionaries』(“Chic”, 2017)에

의하면 ‘effortless’는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획득하는’, ‘아주 쉽게 성취하는’의 뜻이고, ‘chic’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생성된 단어로, 우아하고 세련

되게 패셔너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프랑스어 ‘chi-

cane’의 준말로서 재판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 ‘섬

교한 계책’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서, 흔적을 보이지 않고

구사하는 미숙하지 않는 기교를 의미한다(Oh, 1991). 그

러므로 effortless chic는, <Fig. 1>과 같이 ‘육체적이나 정

신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기교로,

세련되고 우아하게 표현해내는 행동 방식이나 패션’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effortless chic와 함께 유행의 키워드로 혼용되고 있는

normcore, french chic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Oxford Dictionaries』(“Normcore”, 2017a)는 norm-

core를 ‘눈에 띄거나 유행하지 않는 캐주얼 옷을 고의적

으로 선택하는 dressing style’로 정의한다. 이는 표준을 의

미하는 ‘normal’과 핵심을 의미하는 ‘core’의 합성어로,

Web Comic『Templar, Arizona』에 처음 등장했고(“Norm-

core”, 2017b), 이후에는 뉴욕의 trend 예측 회사 K-Hole

(“Youth Mode”, 2013)의 연구에 나타났다. normcore는

특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함께 하고

자 하는 개념으로, 차이점에 개의치 않고 ‘Post-Authen-

ticity’(탈 고유성)를 넘어 동일성을 택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Youth Mode”, 2013). 또한 french chic는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에 관해서 믹스매치와 자연스러움을 추

구하는 프랑스인 특유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감성을 표

현한 단어이다(“가장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 [The most

preferred fashion style]”, 2016).

이처럼 effortless chic는 마음먹고 자신을 화려하게 치

장하는 패션이나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움

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normcore, french chic와 흡사한 개

념이지만, 의식적으로 타인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normcore와는 엄연히 다르고, 그 유래를 분석

한 결과 french chic처럼 프랑스인들만의 style과 정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에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effortless chic는 normcore와 french chic의 정의와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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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국가나 TPO를 넘어 아우르는 행동 방식이나 패

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션에 나타나는 effortless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 반의어를 분석한 결과 elaborated, decorated, com-

plicated, labored, contrived, effortful 등으로 한정할 수 있

었고(“Effortless”, 2017b), 이 단어들이 패션에 사용된 빈

도수를 Vogue Archive에서 검색해 본 결과, elaborate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Oxford

Dictionaries』(“Elaborate”, 2017a)는 elaborate를 ‘디자인

과 계획에 있어서 정성을 들여 정밀하게 구성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는데, 대표적 검색엔진 Google과 Naver에

나타난 elaborate의 패션 이미지 검색결과, 격식에 맞게

잘 갖춰 입은 왕가의 style이나 르네상스, 빅토리안 시

대의 화려하고 정교한 의상, 패션이 짐이 되는 풍자적

이미지 혹은 현대 패션쇼의 과장된 디자인 묘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연스럽게 잔뜩 꾸민다

는 의미로 통용되는 정확한 한 가지 단어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Fig. 2>와 같이 이러한 개념의 모든 단어의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러

움이 현대 패션의 주요한 trend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effortless chic의 기원과 변화

effortless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다. H. K. Kim(2016)에 의하면, 신 중

심의 중세시대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간들은 그 본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

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패션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궁정에서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이들에게 중요시되었던 언어의 정확성, 우아

한 발걸음, 교양수준 혹은 무심한 듯 차별화를 주는 패

션 전략 등이 오늘날의 french chic에 영향을 미쳤을 수

도 있다며『궁정론』을 언급하였다. 마키아벨리(Machi-

avelli)의『군주론』과 함께 르네상스 최고의 정치 교양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Balde-

ssare Castiglione)의 1528년 출간된『궁정론』에서는 치

열한 경쟁으로 가득한 정치 세계의 축소판인 르네상스

궁정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상적인 궁정신하의

덕목과 처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sprezzatura(nonchala-

nc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말과 행동 모두

를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 없이 한 듯한 태연함’이라고

서술하였다(Castiglione, 1929/2003). 즉, 스스로를 낮추

거나 숨기는 역설적인 행위인 ‘무기교의 기교’ 즉 기교

를 기교로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진정한 기교가 강조된

다고 하면서, 행동하거나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요약하고 준비를 해두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즉석

에서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Castigl-

ione, 2003/2009).『Oxford Dictionaries』(“Sprezzatura”,

Fig. 1. Definition of effortless chic (2017).
From Effortless. (2017a).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Chic. (2017). https://en.oxforddictiona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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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서도 sprezzatura를 ‘계획적 무심’으로 번역하고

있다. Paulicelli(2014)에 의하면 sprezzatura는 21세기 패

션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현대 남성 패션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패션 리더들의 새로운 어휘 “Sp-

rezzy”, “I get the sprezziest”(높은 단계의 패션 style을

성취함) 등을 만들어내며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르네상스 이후의 effortless chic는 값비싼 의복을 무심

하게 입는 것이 더욱 우아하다는 16세기 후반 영국 상류

사회 남성복의 유행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이르러 더욱 부상하였다. 17세기 초에는 이전의 formal

wear가 casual wear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30년

전쟁과 영국 청교도 혁명기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전

Fig. 2. Frequency analysis of ‘elaborate’, ‘decorated’, ‘complicated’, ‘labored’, ‘contrived’ and ‘effortful’ by year.
From Elaborate. (2017b). https://search.proquest.com/vogue; Decorated. (2017). https://search.proquest.com/vogue;

Complicated. (2017). https://search.proquest.com/vogue; Labored. (2017). https://search.proquest.com/vogue;
Contrived. (2017).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ffortful. (2017). https://search.proquest.com/vogue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6, 2017

– 998 –

사의 의복에서 기인한 것이다. 당시 전사들은 누더기 바

지와 느슨한 가죽조끼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소매가 달

린 무늬 없는 셔츠를 입고, 큰 모자와 망토에 느슨하게

칼을 차고 있었다. 우연함, 불균형, 부주의함 등의 캐주

얼한 분위기가 고위층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 역

시 멋지게 보이기 위하여 머리를 길게 기르고, 으스대며

걷고, 깃도 느슨하게 풀고, 스타킹은 주름지게 그리고

망토는 끌리도록 입는 패션을 선호하게 된다(Hollander,

1994). 바로크 시대의 이러한 effortless chic 현상은 17세

기 후반에 정착되었는데, <Fig. 3>처럼 풀어진 셔츠 사이

로 목덜미와 가슴을 드러내고, 코트를 여미지 않고 입거

나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이 남성 초상화의 표본이 되었

다. 특히 드러내놓고 공격적으로 노출한 것보다는 귀족

적으로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 더욱 에로틱한 것으로 여

겨졌다. 18세기에는 여성 의상에서의 헝클어짐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몸통을 가늘게 지탱하는 stays를 입고, 가

슴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마치 사고처

럼 의도적으로 유두를 노출하였다(Fig. 4). 이는 18세기

말 신고전주의 시대의 코르셋을 입지 않은 드레이퍼리

형태 의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Holl-

ander, 1993).

이후로는 산업 자본주의와 도시화로 인해 부르주아들

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dandy의 복식에서 effortless

chic를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대도시에서 외모와 복식

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생존 테크닉

이 되었고, 대량생산되는 의복으로 인해 계급의 정체성

이 모호해지면서 부르주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복식 style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시

의 새로운 광경에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며, 보지 않는 듯

관찰하게 되는데 Simmel(1895/2006)은 이를 블라세(bla-

se, 무신경한 사람)라고 불렀다. 항상 경계를 유지하면서

태연한 자세를 취하는 이러한 생존 테크닉 ‘blase attit-

ude’는 바로 dandy의 생활 방식이었다(Entwistle, 2000/

2013). 이는 앨런 무어(Alan Moore)의 dandy에 관한 연

구에도 언급되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dandy의 기본조건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회의적이

고 염세적이어서 쾌락에 싫증난 나른한 태도를 보인다

고 하였다(Kim, 2010). Stevenson(2011/2014)에 의하면

dandy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지는 조지 브럼멜(George

Brummell)은 집을 나서기 전 치장에 5시간을 소요하면

서도 “당신의 이목을 끌었다면 나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

소”라고 말하며,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자연스

러운 연출을 추구했다. 즉,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며, 제일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표면에 나타내지 않

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싸는 것이 조지 브럼멜의 과제였

다.

19세기 프랑스의 주요 시인이자 ‘현대 미술비평의 아

버지’라 불리는 샤를 보들레르(Charle Baudelaire)는 그

Fig. 3. N. De Largillière, portrait of
Anne Louis Goislard de Montsabert,

comte de Richbourg-le-Toureil (1734).
From Portrait of Anne Louis Goislard de Montsabert, Comte

de Richbourg-le-Toureil by Nicolas de Largillière, 1734.
(2012). https://commons.wikimedia.org

Fig. 4. Jean-Baptiste Greuze,
girl with birds (1780-1782).

From Girl with birds, 1780/1782.
(n.d.). https://www.arts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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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Le Peintre de la Moderne』에서 당대의 패션 변화

를 날카롭게 포착하며, 동시대성을 담아내는 작업을 한

화가 콩스탕탱 기스(Constantin Guys)를 dandy라고 칭하

였다. 콩스탕탱 기스는 당대의 dandy들을 자주 그렸고,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 사교적인 침착함, 권위 있는 모

습 속의 단순함, 항상 편안하면서도 내적인 힘을 보여주

는 태도 혹은 <Fig. 5>와 같이 옷을 차려입고 마차를 타

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다(Baudelaire, 1863/2013). D'Au-

revilly(1845/2014)는 dandyism이란 단순히 옷차림이 아

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매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평범하고 진부한 일상에 임하는 예술가적 태도를 강조

하였다. Kim(2010)에 따르면, 우아함은 dandy의 기본조

건으로, 독립성, 확신, 독창성, 극기, 세련미는 모두 그가

걸친 복장 속에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그 시대의 trend

와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지만 어리석음이나 가식이 없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복장, 태도, 취미생활 등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dandyism은 우아함을 추구하면서도

세련됨과 눈에 거슬리지 않는 조화된 느낌을 표현하고

자 의도된 것이었다.

Simmel(1895/2006)의 이론처럼 패션이 자연스러운 조

화와 눈에 띄려는 모순된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면, eff-

ortless chic style 역시 순응과 차별화 사이에서, 예술적

기교로 인공의 자아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ollander(1993)에 의하면, 19세기 말에 사진이

등장하면서, 예술가들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지만,

이를 조잡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그림 정도로 생각하였

고, 회화에 근접한 인물 사진일수록 더 아름답고 완성도

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점차 모던하고 우아한 의상을

입은 사람을 그린 초상화가 오히려 유행에 뒤쳐진 것으

로 보였고, 진솔하고 자연스런 사진만이 20세기의 진정

한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대중들의

눈이 카메라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움이 패션 디자인

의 새로운 이상이 되기 시작했다. 1914년경 지오반니 볼

디니(Giovanni Boldini)의 패셔너블한 초상화에는 아무

렇게나 대충 그린 듯한 패션 디자인이 나타난다. <Fig. 6>

에 나타난 그림처럼 머리를 조심스럽게 올렸으나 무신경

한 듯 했고, 옷은 늘어지거나 핀으로 고정되어 흐트러진

느낌을 주었지만 사실 이러한 엉성함을 연출하는 것은

사진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1910년경, 스

냅 샷에 포즈를 취하는 것이 점차 익숙해진 모든 사람들

에게 편안한 매너와 자발적인 옷차림과 행동은 세련된

것으로 여겨졌다(Hollander, 1993).

이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들인 옷차림과

행동 양식인 effortless chic는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꾸

준히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 20세기 이후의 effortless

chic는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며, 특히 밀레니엄 이후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

면서, 현대 패션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Fig. 6. Giovanni Boldini,
Madame Charles Max (1896).

From Madame Charles Max.
(n.d.).

http://www.giovanniboldini.org

Fig. 5. Constantin guys, equipage in a park
(last third of the 19th century).

From Equipage in a park: Department of prints and drawings:
19th century. (n.d.).
http://www.louv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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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대 패션에서의 effortless chic

1. effortless와 elaborate 관련 기사 빈도 분석

Vogue Archive에서 effortless 검색결과, <Fig. 7>과 같

이 1911년부터 자료가 검색되기 시작했고, 2016년까지

나타난 연도별 빈도 분석 결과자료에서 패션 사진, 기

사, 광고 등 전체 문서의 총 검색어 수는 934개였다. 그리

고 2000~2010년 사이에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반면 elaborate는 1892년부터 자료가 검색되기 시작했고

1900~1909년에 패션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급증한 이후

로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30~

1939년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기성복이 증가하고, 의

복의 활동성이 중요시되면서, 간소화되기 시작하는 시

대 상황과 맞물려 급감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로 그 사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2. effortless chic 패션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의미와 조형성 분

석을 위하여 Vogue Archive 자료 중 effortless로 검색된

934개의 자료 중 기사 475개와 패션 사진의 검색자료

43개에 나타난 342장의 사진을 합한 총 817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의미

패션 잡지『Vogue』에 effortless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

작한 1900년대 초에는, 애쓰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자

연스럽게 느껴지는 매력이 진정한 effortless chic이며, 행

동 방식이나 분위기 등이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내면적 요소라고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으

로 패션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eff-

ortless의 사용빈도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30년대는 이

를 의류의 설명에 사용하는 예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Fig. 8>과 같이 인체를 고려하

여 간편해지기 시작한 여성복에 맞게 속옷도 적게 입을

수록 좋고, 이러한 속옷은 단순하지만 멋진 디자인과

편안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기능성을 지닌 effortless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

로 변화한 패션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재

료의 양과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전시의 물자 부족에 대

처하기 위해 몸매 보정용 속옷이 필요 없는 의복이 생산

Fig. 7. Frequency analysis of ‘effortless’ and ‘elaborate’ by year.
From Effortless. (2016).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laborate. (2016).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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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기능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의상의 실루엣과 소재의 매력을 살

리며, 과하지 않은 방식으로 쥬얼리 등으로 포인트만 주

는 코디네이션 방식에 effortless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의 의미

와 style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의상을 여러 용도로 코디하여 입을 수 있는 실용성

묘사 혹은 시즌에 관계없이 계속 입을 수 있는 season-

less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1950년대의 Paris

Collections 기사에서는, 이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제

작되지만 effortless한 우아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

며(“Fashion: Paris Collections: Second Report”, 1952),

effortless가 이미 chic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애쓰지 않

는다는 단어 자체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었다. 또한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의

의상과 흐르는 듯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 천연소재 혹은

black 등이 effortless chic하다는 패션의 조형적인 측면을

묘사한 기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했다(Fig. 9).

1960년대에는 다양한 합성섬유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서, 세탁과 다림질이 용이하도록 가공된 섬유가 편하고,

다루기 쉽다는 기능적 의미로 effortless를 사용하였다 (“Fa-

shion: The Easiest Summer”, 1960). 특히 일할 때 입는 옷

을, 이브닝 웨어로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코디네이션 즉,

시간과 상황에 따라 옷 입는 기준의 엄격함이 완화되는

현상 또한 effortless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Fashion: Evening”, 1968).

1980년대에는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옷

차림을 원했던 강한 욕망이 명품 브랜드 시장을 더욱 가

속화시키고, 딱딱한 파워 수트와 헐렁한 의상이 전성기

를 맞이하였으나, 주식시장의 붕괴로 과시적인 style이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며(Marsh, 2012/2013), 캐주얼한

리조트 룩에서 effortless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Active의

의미는 ‘여행’이라고 정의내리며, 편안함과 여유를 즐기

는 것을 luxury한 삶으로 보았다. 특히 Perry Ellis의 큰

사이즈 남성 셔츠나 재킷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복으

로 입는 방법을 effortless로 묘사한 부분에서(“Fashion:

The Menswear Prerogative”, 1984) 이는 genderless의 의

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클래식 style 패션이 effortless라고 하

는 내용도 있었다. 1989년『Vogue』가 선정한 ‘패셔너블

한 여성 100인’ 기사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

고 자신의 맘대로 용감하게 옷을 입는, 아름다우면서도

effortless하고 스마트하게 옷을 입는 여성을 그 기준으로

Fig. 8. Between you and your dress.
From Fashion: Between You and Your Dress.

(1937). Vogue, Vol. 89, Iss. 12,

https://search.proquest.com/vogue

Fig. 9. The CRÊPE sweater dress.
From FASHIONS: THE CRÊPE SWEATER DRESS.

(1952). Vogue, Vol. 119, Iss. 6,

https://search.proquest.com/vogue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6, 2017

– 1002 –

하였는데, effortless가 fashionable의 주요한 요소로 여겨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ynthia, 1989).

2000년대에 들어서는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메이크업이 각광받게 되면서 메이크업 분야에서 effort-

less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립스틱만 강조해서 바르는 것

이나 입술을 촉촉하고 반짝이게 연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이브닝 웨어의 화려한 원단으로 데이

타임 패션을 만드는 것 혹은 이브닝 패션을 낮에도 자연

스럽고 우아하게 연출하는, 즉 형식에 얽매이지 않거나,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을 멋지게 절충하는 style에

effortless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celebrity들

의 effortless style에서는 섹시함과 자신감을 지닌, 지적

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쉽고 훌륭하게 해내는 능

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effortless를 사용하는 등 그 범위

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

지 나타난 effortless의 의미는 luxury 브랜드와 패스트 패

션 브랜드를 적절하게 잘 매치하는 스마트함, white 셔

츠에 벌룬 크리놀린 style의 롱스커트를 입는, 즉 캐주얼

과 드레시함을 적절하게 상호보완하는 패션 감각 등을

함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의미

는 첫째, 편안하고 기능적인, 둘째, classic, 셋째, fashio-

nable, 넷째, 고가와 저가 브랜드를 적절하게 매치하는

smartness, 다섯째, genderless, 여섯째, 화려함과 심플함

을 절충하는, 일곱째, TPO에 따른 규범 적용의 완화 경

향에 따라 전통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easy, elegant,

natural, sophisticated, confidence 등의 단어와 함께 매력

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조형성

Vogue Archive의 기사와 패션 사진 검색결과,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조형성은 크게 실루엣, 소재, 색

상, 아이템, 착용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대

표하는 celebrity의 style을 통해서도 그 특징을 도출하였

다.

(1) 실루엣

effortless chic로 언급된 실루엣은 시대별 유행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long, slim 혹은 loose하

거나 boxy하여 인체를 조이지 않고 흐르는 듯 자연스럽

게 연출되는 style이 대표적이었다. 1930년대에는 경제

대공황으로 재즈와 파티에 취해 점점 짧아졌던 여성들

의 치마가 다시 길어졌고(Marsh, 2012/2013), 미국 기성

복 마켓의 성장과 함께 길고 날씬한 실루엣의 투피스 치

마 정장, 페플럼 재킷 등의 기성복이 effortless chic로 여

겨졌다. 1940년대 말에서 1960년대는, Dior이나 Balen-

ciaga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다양한 실루엣의 의상이 쏟

아져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길고 날씬한 실루엣의

드레스 그리고 허리를 꽉 조이지 않는 boxy한 실루엣의

maxi 코트 등에 effortless하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

다. 특히 <Fig. 10>과 같이 Dior의 curve, flare, boxy 실루

엣 코트가 지닌 편안한 세련미, 또한 <Fig. 11>과 같이

Chanel의 straight 실루엣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의 우아

함이 effortless chic한 요소였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

배했던 히피 style이나 1980년대의 파워 드레싱은 loose,

maxi한 styl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ffortless chic로 언급

되지 않았는데, 이는 반항적인 사상 혹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과장한 style은 effortless

chic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오히려 리

조트에서의 파자마처럼 편안하고 헐렁한 튜닉이나 부

드러운 긴 재킷 등의 실루엣을 편안하면서도 멋진 룩으

로 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실루엣으로 effortless

chic를 규정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의류의 착장 방식이

나 celebrity의 style과 행동 방식 등에서 이를 언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 소재

소재는 주로 천연소재인 실크, 코튼, 울, 캐시미어, 트

위드, 쉬폰, 새틴, 오간자, 카멜헤어, 린넨, 거즈, 저지, 밍

크 등의 착용감이 편하고 부드러운 고급 원단을 effort-

Fig. 10. Paris copies-quick and wonderful,
ready now across the country.

 From Fashion: Paris Copies-Quick and Wonderful,
Ready Now across the Country.

(1961). Vogue, Vol. 137, Iss. 6, pp. 910,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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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chic로 묘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합성섬유 중에

는 천연섬유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원단

이 이에 속했다. 특히 1940년대의 기사에서는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시즌에 상관없이 계속 입을 수 있는

시원한 감촉의 레이온 크레이프 같은 기능성 원단이 eff-

ortless chic한 매력의 소재로 여겨졌다. 쿠튀르의 황금

기로 디자이너 의상이 넘쳐났던 1950년대는 <Fig. 12>

와 같이 부드러운 실크 크레이프, 새틴, 밍크, 캐시미어

등의 고급 천연소재에 effortless를 사용한 예가 많았고,

Chanel의 트위드 소재를 편안하고 우아하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대 배경

과 함께, 미니멀한 스페이스 룩과 관련한 다양한 합성

섬유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편안하고 세탁과 다림질

이 용이하도록 가공된 기능성 섬유가 다루기 쉽다는 의

미의 effortless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패션에서 나일론,

PVC 비닐 등의 화려한 합성섬유가 많이 사용되고 주목

받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과 실크 등의 고

급 천연섬유를 effortless로 여기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

데, 이로 인해 effortless chic가 유행의 흐름을 넘어선 클

래식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 셔

츠에 주로 사용되었던 풀 먹인 듯 딱딱한 촉감의 소재

대신 합성섬유와 실크를 혼방하여 형태를 유지하되 부

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것, 실크 저지를 사용하

여 흐르는 듯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 그리고 라

마 모직물로 만들어진 편안하고 우아한 멋의 재킷을 eff-

ortless chic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부드러운 촉감이

effortless의 주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1980년까지도 여

전히 면, 린넨, 캐시미어, 실크, 울 등의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천연소재로 디자인된 리조트 룩의 effortless chic

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2000년대의 소재 trend에 특히 주

목할 점은 basic, classic style에 주로 언급되었던 effort-

less chic를 화려한 소재의 의상에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위주로 나

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Gucci의 화려한 스팽글

드레스, Prada의 새퀸 드레스 등, 화려하고 장식적인 원

단을 가지고 심플한 의상을 만드는 것 혹은 이를 자연스

럽고 우아하게 연출하는 감각에 effortless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색상

가장 많이 언급된 effortless chic를 대표하는 색상은 계

절에 관계없이 black이었고, 그 외에 white, beige, taupe,

tan과 같은 차분한 neutral 계열의 컬러와 earth 톤의 cla-

ssic 컬러가 effortless chic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

었다. 1940년, 1950년대에는 <Fig. 13>과 같이 전체 착장

을 black으로 입는 ‘All Black Look’에 대한 기사도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스페이스 룩의 대표 컬러

였던 white에 대해서는 effortless chic하다고 묘사하지 않

았으며, 리조트 룩에 나타나는 white는 그렇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의상의 색상 자체만으로 effortless chic한 느

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루엣과 디자인, 소재 등이 함

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black, white 외에 다양하게 navy, burgundy, orange, pur-

ple 등의 컬러에도 effortless chic하다는 표현이 증가하였

Fig. 11. Paris verve.
From Fashion: Paris Verve.

(1965). Vogue, Vol. 145, Iss. 6, pp. 56,
https://search.proquest.com/vogue

Fig. 12. Paris collections-second report.
From Fashion: Paris Collections: Second Report.

(1952). Vogue, Vol. 119, Iss. 5, pp. 1314,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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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대 들어서는 Nicolas Ghesquiere와 Tom Ford

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white로 입는 것을 effortless look

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4) 아이템

effortless chic로 여겨지는 패션 아이템으로는 1930년,

1940년대는 길고 슬림한 형태의 투피스 치마 정장, 스

커트와 드레스 그리고 페플럼 재킷 등의 기성복, 길고

클래식한 형태의 가벼운 스웨터, 브랜드 Nassau의 리조

트용 스포츠 웨어가 있었고, 액세서리는 디테일이 심플

한 깃털로 장식된 black 모자 등이 있었다. 의상의 디테

일 장식에 있어서는 캐시미어 스웨터 드레스에 진주를

자연스럽게 부착하는 것 그리고 젊게 보이는 룩으로 디

테일이 절제는 심플한 드레스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의

상에 장식이 많지 않고 단순한 형태를 effortless chic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시즌에 입을 수 있는

편안한 니트 랩 가디건 그리고 매일 입어도 혹은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도 잘 어울리는 물방울 무늬 드레스 역

시 effortless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classic과 seasonless

도 effortless chic의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1950년

대에는 Dior의 실크 크레이프 소재 드레스와 파자마 형

태의 팬츠 그리고 Balenciaga의 애프터눈 드레스, 엉덩

이 길이의 재킷과 플리츠 스커트 콤비의 자연스러운 아

메리칸 수트, 심플한 디자인의 이브닝 롱드레스 그리고

Mainbocher의 헐렁하고 큰 코트 등이 effortless chic한 착

장으로 소개되었다. 1980년대는 특히 여행과 레저에 대

한 기사가 증가하면서, <Fig. 14>와 같이 폴로 셔츠와 카

키 바지 같은 클래식한 리조트 룩 그리고 니트 티셔츠와

조거 팬츠 style의 새로운 레저 웨어를 effortless chic로 보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브닝 웨어로도 파자마처럼 편

안한 실루엣의 부드러운 의상이 effortless chic하고 lux-

ury하다고 보았다. 그 외에 Oscar De La Renta의 버튼 없

는 편안한 울 코트, 캐시미어 스웨터와 실크 스커트, Do-

nna Karan과 Calvin Klein의 민소매 스트레치 셔츠와 린

넨 바지와 같이 주로 심플하고 편안한 style에 effortless

를 사용하였다. 1990년대는 Chanel의 white 자수 드레스,

늘씬한 핏의 수트 그리고 여름을 위한 아이템으로는 Cal-

vin Klein의 튜닉, 슬립 드레스, 헐렁하고 긴 재킷, 가을

을 위해서는 캐시미어 가디건, 케이블 니트 스웨터, 카멜

헤어코트 등이 편안한 멋을 지닌 style로 소개되었다.

2000년 이후로 현재까지 나타나는 effortless chic의 큰 특

징은 셔츠와 핫팬츠, 쉬스 드레스에 키튼힐 구두, 트렌

치 코트 style의 원피스, 니트와 스커트에 매치한 샌달,

크롭 재킷, 진처럼 꾸미지 않은 듯 편안해 보이지만 세

련된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이 주목되는 점이고, 가장 많

이 언급된 패션 디자이너로는 Chanel, Dior, Hedi Slim-

ane, Mainbocher, Balenciaga, Zacposen, Marni, Calvin

Klein, Donna Karan, Michael Kors, Martin Margiela 등

이 있었다.

(5) 착용 방식

effortless chic로 분석된 의류 착용 방식은 TPO와 시대

별 유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193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할 때와 여가를 즐길 때 구분 없이 다용도로 입을 수

Fig. 13. Year-round black-making
its fashion point six ways.

From Fashion: Year-round Black:
making its fashion point six ways.

(1957). Vogue, Vol. 129, Iss. 2,

https://search.proquest.com/vogue

Fig. 14. Easing into summer.
From Fashion: Easing into Summer.

(1995). Vogue, Vol. 185, Iss. 5,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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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상과 낮에도 밤에도 잘 어울리는 black 재킷 등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착장에 effortless라는 표현을 사

용하였다. 또한 파자마 형태의 바지를 이브닝 웨어로 세

련되게 연출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일할 때 입는 옷을 파

티 의상으로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에서, TPO에

따라 옷 입는 기준의 엄격함이 완화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과한 것을 절충하는 착용 방식을 effortless chic로

언급한 예시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목이 깊게 파인 지나

치게 섹시한 상의에는 아무런 쥬얼리도 착용하지 않거

나, 밍크 코트처럼 많이 꾸민 듯이 보이는 옷을 로브 형

태로 가볍고 편안해 보이도록 스마트하게 연출하는 방

식 등이었다. 2000년대에는 Gucci의 화려한 스팽글 드레

스를 맨다리로 입는 것, Prada의 자수 스커트에 니트 가

디건을 매치하는 것, 레이스 장식의 실크 캐미솔 드레스

에 심플한 캐시미어 가디건을 착장하는 등 주로 하이엔

드 브랜드를 위주로 화려한 style을 자연스럽고 우아하

게 연출하는 절충적 styling에 effortless 단어를 많이 사용

하였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대중화되고 있는

2010년 이후에는 Top Shop 같은 브랜드의 의상과 럭셔

리 쥬얼리 브랜드를 매치하여 상호보완적으로 styling하

는 것을 effortless chic로 보았다.

전통을 벗어난 창의적인 착장 방식도 특징적인데, 이

브닝 웨어로 실크 재킷과 팬츠 정장을 입는 것, 화려한

이브닝 파티에 칵테일 드레스를 입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로 Stella McCartney의 실크 배기 팬츠와 black

티셔츠를 입는 것 혹은 캐주얼한 은색의 모자달린 자켓

에 Donna Karan의 칵테일 드레스를 입는 등 상황에 어

울릴 것 같지 않은 아이템을 절충하여 매치하는 의외성

또한 effortless chic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졌다(Flor-

ence, 2009).

2000년 이후의 큰 특징은 패션 이외에 힘을 뺀 듯 우

아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 매너, 성격 등

의 행동 양식 묘사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표

적인 celebrity로는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미쉘 오바마

(Michelle Obama)<Fig. 15>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Jacqueline Kennedy Onassis), 영화배우인 제인 버킨

(Jane Birkin)과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

그리고 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 알렉사 청(Alexa

Chung)과 미란다 커(Miranda Kerr)<Fig. 16>, 프랑스

『Vogue』의 편집장이었던 카린 로이펠트(Carine Roitfeld)

등이 있었다. Valentino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를 예

로 들며, 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고 멋지다

고 하였다(“Vogue's Point Of View”, 1994). 미쉘 오바마

의 effortless chic는 스타를 따라하지 않는 자신감과 지

적인 style에 있다고 하며, black, white 스커트와 폴로 넥

스웨터에 매치한 허리벨트 착장, 시그니처 진주 등을 예

로 들었다. 그 외에, 패션 아이콘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Fig. 15. Fashion & Features-magical realism.
From David. (2009). Vogue, Vol. 199, Iss. 1,

https://search.proquest.com/vogue

Fig. 16. Talking fashion-the natural.
From Chloe. (2012). Vogue, Vol. 202, Iss. 10,

https://search.proquest.com/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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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훌륭하게 해내는 여성의 능력에도 effortless를 사

용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카린 로이펠트의 style은 섹시하면서도 클래식한 effort-

less french look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처럼 eff-

ortless chic는 french chic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

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

하며 자신만의 style을 추구하는 style이 유행을 넘어선

개성으로 자리 잡았다.

IV. 결론 및 논의

effortless chic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

션의 역사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

던 개념임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

로 노력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기교로, 세련

되고 우아하게 표현해내는 행동 방식이나 패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

의 의미와 style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현대 패션의 디자인, styling, 소재와 색상에 나타난 ef-

fortless chic의 의미는 크게 Functionality, Simplicity, Ec-

lectic, Unconventional, Luxury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분

석할 수 있었다. 착용이 간편한 디자인에 인체를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실루엣 그리고 세탁과 다림

질이 용이한 소재의 사용은 effortless chic에서 편안함과

함께 기능적인 측면이 선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지

혹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패턴의 소재와 단순함 속

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

고 black, white, neutral 톤의 클래식한 색상을 위주로 다

양한 상황에 어울리도록 하는 간결한 styling에서 Simp-

licity가 effortless chic의 주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브닝 웨어의 화려한 원단으로 데이타임 패션을

만드는 것,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을 멋지게 절충하

는 style 그리고 화려한 style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연

출하는 스마트한 Eclectic 특징 역시 effortless chic에 포

함되었다.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TPO에 맞는 의상’ 즉,

이제까지 중시했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시간과 장소 등

형식의 경계들이 흐려지고,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방법을

기반으로 한 styling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할

때 입던 패션 그대로 파티에 가는 것 혹은 남성 셔츠나

재킷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여성복으로 입는 gen-

derless 현상에 나타난 Unconventional 특징은 융합을 화

두로 하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패션의 또 다른 적응 방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부드러운 감촉의 최고급소재 사용경향은 effortless chic

의 luxury한 측면을 보여준다. effortless chic의 매력을 지

닌 celebrity들의 특징은 노력한 흔적 없이 타고난 자연

스러운 매너와 우아한 태도를 지녔고, 섹시하거나, 자신

감 넘치거나 혹은 자신만의 style을 추구하는, 즉 유행

을 넘어선 개성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반되는 요소들을 열린 자세로 포용하는 trend

인 우아하고 클래식하며 지적인 특성의 effortless chic는

단어 그 자체의 뜻대로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Table 1. Meaning & characteristics of ‘Effortless Chic’ in modern fashion

Meaning of Effortless Chic

Functionality Simplicity Eclectic Unconventional Luxury

Design
& Detail

ease of wearing
design that has simple

details but gives
a sense of beauty

simple day wear design 
using glamorous detail 

of evening dress

(TPO less)
styling working wear as 
evening wear naturally 

and graciously

natural
elegant
classic
design

Styling
relaxed silhouette that 
does not restrain the 

body

fulfilling multiple 
purposes through simple 

coordination

sense of compromise 
between high-price and 

low-price items

(Genderless)
modifying male shirt as 

female clothing
-

Fabric
washing and pressing 

easy fabric
simple or non-pattern 

fabric

(Seasonless)
seasonless fabric which 

allows continuous 
wearing regardless of 

the season

day wear design using 
fabic of evening dress

high-end
natural fabric
with smooth
touch or feel

Color -
basic & classic color

in black, white,
neutral ton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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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저렴한 패션에 쓰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

히려 고급 소재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혹은 스마트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감각의 코디네이션 등 고급 style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TIME』지가 선정한 베스트 블로그 ‘The Sator-

ialist’의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스트리트 패션 사진작가 스

콧 슈만(Scott Schuman)이 “노력하지 않는 시크함이란 없

다.”라고 말했듯이(Lee, 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eff-

ortless chic는 숨은 노력을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움으

로 대변되는 luxury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의 의미와 역사 그

리고 이에 내제한 심리와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의 분석은, 날로 복잡해져가는 현대 소비자의

니즈 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trend에 맞는 패션 상품

기획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effortless chic의 분석자료를 Vo-

gue Archive로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웹사이트나

다른 잡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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