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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던(modern)은 변화와 창조를 거듭하고 있는 현

대 패션에 나타나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현상을 묘사

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현대라는 시간적 개념 이외에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듯 보이지

만, 그 구체적인 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호하

다. 뉴욕 현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의 

초대 관장 알프레드 바(Alfred Barr)는 모던을 “진보

적인 것, 독창적인 것, 어려운 것, 확실한 가치 이상의 

것”이라고 정의하며(Jung, 2017, para. 1), 모던이 지

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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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especially focusing on Vogue and The New York Times. First, modern signified originality born out of border-

less fusion and compromise. It was also expressed to signify diversity and tolerance not bounded by conven- 

tions, TPO, areas, ethnic groups, seasons, or gender. Second, modern meant functionality encompassing the 

comfort of body and mind. It was used to refer to convenient mobility and activity fit for the lifestyle of busy 

modern people. Third, lightness and naturalness were used as new meanings of beauty in modern fashion. In 

the fashio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rincipal meaning of modern was lightness, which was sought after 

in everything including materials, modes of wearing, and ways of thinking. Finally, modern fashion was exp-

ressed as a democratic tool for social reform and used in the meaning of enlightenment to benefit society as 

well as onesel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nstant changes in trends, lifestyles, and psychology of 

contemporary society have the potential to give new meaning to the concept and the use of the term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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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모

던은 태도이고, 모던한 사고방식이란 옷에 대한 생

각을 바꾸는 것으로, 유행이 지난 옷을 TPO를 넘어 

새롭게 다시 착장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Co-

mita, 2002, p. 204). 

그동안 패션에서의 모던 관련 연구는 주로 19세기 

자본주의 및 산업화가 패션에 미친 변화를 다룬 모더

니티 혹은 20세기 시대사조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의 조형성이 패션에 나타난 특성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도 

주로 1960년경부터 2000년 사이의 패션을 다룬 것으

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특징을 포스트모더니즘으

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

에 나타난 새로운 특성에 관한 연구대상으로 주로 텍

스트보다 이미지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

에는 점차 텍스트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를 중재하고, 패션 시스템의 해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König,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던을 당대의 새로움을 반영하

며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미디어인 신

문과 잡지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모던은 어떠한 표현특성으로 

나타나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현대 패션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착장 방식, 인물의 특성 및 라이

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밝힌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를 도출한다. 연구방

법은 다양한 모던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

를 진행하였고,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

현특성과 의미 분석을 위해서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modern fashion’의 키워

드로 도출된 보그(Vogue)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패션 관련 기사이고, 연구의 흐름은 <Table 

1>과 같다.

II. 이론적배경

1. 모던의 어원 

모던의 사전적 정의는 ‘먼 과거와는 반대로 현재 

또는 최근의 시간’과 관련이 있고, ‘가장 최신의 기술

이나 아이디어 또는 장비’로 규정된다. 또한 ‘이전 양

식과 대조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을 나타

내기도 하고, ‘전통적 스타일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예술, 건축 또는 기타 문화 활동의 현재 또는 최근 스

타일 동향’을 의미한다(“Modern”, 2020). 모던이 처음 

사용된 공식적인 기록은 1127년경으로 파리의 세인

트 데니스 바셀리카(Saint-Denis Basilica) 수도원 건축

현장에서 수도원장이 이제껏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

Analysis content 

1
Selecting of analysis 

target and scope

Deriving articles under the keyword of  “modern fashion” in the Vogue and The New York Times between 

January 1, 2000 and December 31, 2019

2 Data refining
Excluding topics related to art, food, interior, place, hair and make-up, or materials referred to as the name 

of the institution (Museum of modern art, Tate modern) among articles derived as “modern fashion”

3
Setting unit

of analysis

1-1. Synonyms linked to modern with “and” or “comma” & Words used in context similar to “modern”

1-2. Antonyms linked to modern with “but" or “yet” & Words used in context opposite to “modern”

2-1. Formativeness of modern fashion items (silhouette, material, color)

 2-2. The way of styling depicted as modern

2-3. People portrayed as modern (designer, celebrity, influencer) 

2-4. Lifestyle trend depicted as modern

4 Content analysis

1. An analysis of modern's synonyms and antonyms in fashion

+ 

 2. An analysis of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the formativeness, styling, people and lifestyle trend 

depicted as modern

=

Deriving the meanings of modern in the modern fashion 

Table 1. Researc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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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건축양식을 ‘opus modernum’이라고 부른 것이 계

기가 되었다(Choi, 2010). Gurevich(as cited in Kumar, 

2004/2012, pp. 166‒167)에 따르면 “중세에는 현재(mo-

dernus), 새로운(novus)이라는 용어들이 시간적 의미

라기보다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사상의 독창

성은 의미가 없었고, 표절도 죄가 아니었으며, 오히

려 고대성(antiquitas)이 권위, 위대함 등과 동의어로 

가치 있게 여겨졌다”. 그러나 르네상스에 상황은 급

변하였는데, 리카르도 퀴노네(Ricardo Quinones)의 연

구 �The Renaissance Discovery of Time�에서는 “알리

기에리 단테(Alighieri Dante), 프란체스코 페트라르

카(Francesco Petrarca), 조반니 보카치오(Giovani Bo-

ccaccio) 등이 사회의 활력과 부흥에 대한 의식을 공

유하고 있었고, 그들 자신은 확실히 개척자들이며 새

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고 언급했다(Calinescu, 1987/1993, p. 30). 그러나 르네

상스의 재탄생 역시 그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 고전적 

세계의 사상과 실천들을 재건하는 고대로의 회귀였

다(Kumar, 2004/2012). 한편 헤겔(Hegel)은 현재의 시

작을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조금 더 사유적인 동

시대인들에게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이 의미하

였던 휴지기로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모던’ 또

는 ‘새로운’이라는 표현과 함께 같이 등장한 움직임

들은 혁명, 진보, 해방, 발전, 위기, 시대정신 등을 반

영했다(Habermas, 1985/1994).

2. 모더니티의 개념과 철학적 배경

모더니티(modernity)의 사전적 의미는 르네상스 시

대 이후 발생한 특정 사회의 문화적 규범, 태도 및 관

행의 앙상블이자 모던시대를 의미하며, 17세기 이성

의 시대와 18세기 계몽의 원인이다(“Modernity”, 2020).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모더니티를 새

로운 시대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서 스스로를 이해

하는 시대의 의식으로 보기도 했다(Habermas, 1985/

1994). 한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는 �Le 

Peintre de la vie Moderne�에서 훌륭한 그림은 당대의 

의상이 표현된 것이고, “모더니티란 일시적인 것(ep-

hemeral), 덧없는 것(fugitive), 우연한 것(contingent)으

로 예술의 절반을 이루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

(eternal), 불변하는 것(immutable)”이라고 언급하며, 

패션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함을 추출하기 위한 방

법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설명하였다

(Harrison et al., 1998, p. 497).

최초의 현대적 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은 더 이상

의 순환이 아닌 새로운 창조를 의미했으며, 모더니티

의 형식과 이성에 바탕이 되었고, 산업혁명은 모더니

티에 물질적 기초를 가져왔다(Kumar, 2004/2012). 17세

기 프랑스에서는 신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적 이성

주의로 바뀌는 시대정신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은 

18세기에 더욱 거세져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가치

를 추구하는 계몽주의와 더불어 확산되었으며, 청교

도 혁명, 종교혁명 등의 정치적 변혁이 나타나게 되었

다(Choi, 2010). 다양한 모더니티를 설명하는 견해들

에 나타난 공통점은 인간 존재가 자신을 다르게 인

식하기 시작하고, 이를 특히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

한 공동체의 변화, 발전, 역사 등과 관련시켜 바라보

기 시작한 기점이라는 것이다(Malpas, 2003/2008).

3. 모더니즘의 개념과 미학적 특성

모더니티의 사전적 의미가 산업혁명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결과

로 나타난 사회적 조건과 경험의 모든 형태들을 설명

하는 넓은 범주라면, 모더니즘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실험적인 예술 또는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다(Malpas, 

2003/2008). 모더니즘은 종래의 예술, 건축, 문학, 종

교적 신앙, 철학, 사회조직, 일상생활 및 과학 등의 전

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20세기 서구 

문학, 예술상의 경향이다. 또한 전통이나 권위 등에 

반대하여, 근대의 과학이나 문화에 의해서 자유․평등

한 근대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개인주의의 입장을 말

하며, 기계 문명이나 도시 생활의 근대성 또는 미학적 

근대주의와 서양 미술 전반의 보편적인 감각을 중시

하는 경향도 지칭한다(“모더니즘 [Modernism]”, 2020). 

산업 디자인 분야의 모던을 처음 다룬 것으로 알려진 

1936년 서적 �Pioneers of modern design :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에서는 모던 디자인을 19세

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산업화의 확대결과로 등장한 

개혁운동으로 보고, 그 시작을 미술공예운동에서 찾

았다(Woodham, 1997/2007). 미술공예운동은 빅토리

아 시대의 대량생산이 노동자의 질을 떨어뜨려 조악

한 제품을 낳는다고 보았고, 중세의 생산방식을 모

범으로 삼아 노동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장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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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상승시키고자 한 것으로(Pevsner, 2011/2013), 형

태, 기능, 장식의 자연스런 일체화를 위해 간결한 형

태와 꾸밈없는 선형을 사용하였고, 좋은 예술과 디자

인이 사회와 생산자, 소비자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중요한 전조로 볼 수 있

다(Bhaskaran, 2005/2007).

4.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Hollander(1994)는 “모던이 점진적으로 수정, 변화

되는 이상(ideal)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때, 패션은 사

회적, 개인적 영역 모두에서 선천적으로 모던이다”

라고 언급하였다(p. 15).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들은 

19세기 중반 현대 패션의 산업구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패션이 대량생산 및 소매업의 진

보와 광고를 통한 판매 증가로 서구 도시생활과 문

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왕권, 가족, 종교에 대한 오래

된 규칙에 도전하는 의제를 설정했다고 보았다(Bre-

ward,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

nity�(2003)에서도 “패션은 모더니티의 출현과 발전

의 하나의 특징이고, 모더니티는 산업 자본주의에서 

문화생활의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패션이 잘 

표현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방법으

로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Wilson, 2003, p. 63). 

Arnold(2008)의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여성들의 날씬

한 몸, 다이어트,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모더

니티를 탐구하고, 1930~1940년대 뉴욕에서 스포츠웨

어 디자이너와 패션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연구했는

데,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이사도라 던컨

(Isadora Duncan)과 같은 스타들의 유동적인 움직임

과 가벼운 옷이 당대의 모더니티를 반영하고, 모더

니티는 개인주의, 개성의 증가 그리고 움직임 증가”

라고 하기도 하였다(p. 343).

20세기 초반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특성은 자

율성이 획득된 것으로, 오뜨꾸띄르 의상은 수수해

졌고, 값싼 대량생산 의복들이 시크한 모던으로 멋

지게 입혀졌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를 흉내 내기에 이르렀다(Hollander, 1994). 한편 

Wood(2016)는 1929~1935년의 패션 잡지 하퍼스 바

자(Harper's Bazaar)와 모더니즘의 관계를 탐구하였

는데, 하퍼스 바자는 모더니즘을 예술, 패션, 에티켓, 

중상류층의 여가활동 기사에 포함시키고, 유행에 민

감한 고객을 위한 고급문화 상품으로 마케팅하기 위

해 노력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연구는 모

더니즘 건축의 특성과 패션과의 비교였는데, Kim and 

Hur(2005)의 연구에서는 폴 그린헬(Paul Greenhalgh)

이 언급한 모더니즘의 특징인 진실, 총체적인 예술, 

기술, 기능, 진보, 반역사주의, 추상, 국제주의와 보

편성 등의 요소가 건축과 패션의 조형성에 나타난 

방식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 추구, 진보의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모더니티는 19세기 말 산업혁

명 이후의 급진적 흐름에 기반 한 것으로, 기존 규칙

의 붕괴, 대량생산에 의한 유사성과 평등, 조화와 눈

에 띄려는 모순된 욕망의 표현, 가벼움과 유동적 움

직임 추구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거리를 두거

나,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연출 등으로 나타

났다. 한편 패션에서의 모더니즘의 표현특성은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미의 보편

성 추구 그리고 실용적이고 단순한 경향 등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일반적 의미의 모더니즘처럼 주로 조

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모더니티의 개

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경계가 흐린 상태로 혼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유의어와반의어분석을통한

21세기패션에나타난모던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

는 모던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더욱 근접하게 

도달하고자, 패션잡지 보그와 신문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도출한 자료를 대상으

로, 검색어 앞뒤의 무작위 단어들이 아닌 모던과 유의

하거나 반의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어는 모던과 and로 연결된 단어 그

리고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나, 대등하거나 종

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반점(“반점 [Comma]”, 

n.d.)와 나열된 단어를 수집하였고, 반의어는 모던과 

but, yet으로 연결되거나, 문맥상의 반의어가 포함된 

기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보그에서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modern, fashion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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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데, 목차, 광고,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 등

의 항목을 제외한 기사의 자료는 총 1,126개로 나타

났고, 이 중에서 모던이 예술, 음식, 인테리어, 장소, 

헤어, 메이크업 혹은 기관명으로 나타난 자료를 제

외하고,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특성이 나타

난 총 349개의 유의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과 키워드로 뉴욕타임즈에서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는 24,752개였고, 이중 fashion 

section에 나타난 기사 4,212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특성이 나타난 자료

를 분류한 결과, 536개의 유의한 기사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유의어와 반의어 사전인 �Thesaurus�에서는 검색

어에 대해서 유사한 정도에 따라 색상의 명암에 차등

을 두어 그 의미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모던의 

유의어 검색결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은 con-

temporary, current, modernized, present-day, stylish, sta-

te-of-the-art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인 단

어는 avant-garde, concomitant, latest, novel, now, pre-

sent, recent, today 등으로 나타났다(“Modern”, n.d.). 

즉 일상용어로써의 모던은 주로 contemporary, pre-

sent-day, current, latest, now, present, recent 등 시간적 

개념에 대한 유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기술적, 

미적 개념으로는 state-of-the-art, avant-garde, novel, 

stylish 등의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모던의 반의어로 가장 높은 연관도를 보인 단어

는 old, old-fashioned, past, future였고, 그 다음으로 높

은 연관도를 보인 단어는 ancient, antiquated, obsolete, 

outdated, passe 등이었다(“Modern”, n.d.). 즉 일상적

인 용어로써의 모던의 반대 개념은 주로 시간적으로

는 현재가 아닌 과거 혹은 미래이고, 미적 개념으로

는 오래된 것이나, 유행이 지난 것을 의미했다.

1.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

보그에서 도출한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

특성이 나타난 자료 348개 중 모던과 and나 쉼표로 

연결된 유의어가 나타난 기사는 77개였고, 유의어의 

수는 103개였다. 이중 가장 높은 유의도를 나타낸 단

어는 clean(4)과 easy(4)였고, fresh(3), sexy(3), sophis-

ticated(3), minimal(3), cool(3), simple(3) 둥이 그 다음

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보그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주로 패션 제품의 외관

이 장식 없이 단순하며, 꾸밈없이 편안한 착장 상태

를 나타내고, 세련되거나 섹시함과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기사 중 모던과 and나 

쉼표로 연결된 유의어가 포함된 기사는 총 183개 그

리고 유의어는 232개가 도출되었다. 모던과 유사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는 streamlined(18)였는데, 

이는 패션잡지 보그에서는 유의어로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이점이 있었다. streamlined는 

모던의 방대한 의미 중에서 간결하고, 실용적인 측

면을 특별히 부연 설명하고자 모던과 쉼표로 연결하

여 사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유의도가 높은 단어

로는 fresh(12), sophisticated(9), easy(8), sleek(8), clean

(7) 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보그에서 modern과 유

의도가 높게 나온 clean, easy, fresh, sexy, sophisticated, 

minimal, cool, simple 등의 단어들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반의어

보그에서 도출한 모던 패션 기사 348개 중 모던과 

but, yet으로 연결되거나, 문맥상의 반의어가 포함된 

기사는 13개 그리고 반의어의 개수도 17개에 불과했

다. 이중 높은 빈도수를 보인 nostalgic(3)과 classic(3)

은 패션에서의 모던의 개념이 일상적인 용어에서처

럼 오래되거나 유행에 뒤진 것의 반대 개념이 아니

라,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고전적인 것과 대치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외에 retro, tra-

ditional 등이 모던의 반의어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

타임즈에서는 자료 999개 중 모던의 반의어가 포함

된 기사가 22개, 반의어의 개수는 25개로 나타났는

데, 이 중 classic(2), traditional(2), ethnic(2), feminine

(2), romantic(2) 등이 패션 분야에서 모던의 반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그에서 도출된 반

의어 nostalgic, clas-sic, traditional, retro 등과 유사한 

의미로 나타났고, 패션에서 모던은 전통적이고, 고

전적이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등의 의미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패션 분야와 일반적인 용어로써의 모던의 유의어, 

반의어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상용어

로 사용되는 모던과 패션에서의 모던의 개념이 확연

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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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 도출한 패션에 나

타난 모던의 개념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던의 개념을 유추해보면, 형

태나 기능이 실용적이고(streamlined), 독창성이 있으

며(fresh, new, original), 이를 정교하거나 세련되게(so-

phisticated, sleek, stylish, edgy, chic), 혹은 군더더기 없

이(clean, simple, minimal) 자연스러운 방식으로(easy, 

effortless)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었다. 또

한 전통적인 스타일이나 민족적, 복고적인 풍과는 반

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Table 2).

IV. 보그와 뉴욕타임즈에 나타난

21세기 패션의 모던 표현특성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모던 관련 패션 기사를 분

석한 결과로 도출된 내용과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패션 텍스트는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미디어별 고

유의 어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2017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Items: Is fa-

Synonyms of modern Vogue
The New York 

Times
Total 

Antonyms of 

modern
Vogue

The New York 

Times
Total 

Streamlined - 18 18

Classic 3 2 5Fresh 3 12 15

Sophisticated 3 9 12

Traditional 2 2 4

Easy 4 8 12

Clean 4 7 11

Sleek - 8 8

Nostalgic 3 - 3
Simple 3 4 7

Sexy 3 4 7

Minimal 3 3 6 

Ethnic 1 2 3
Cool 3 3 6

Young 2 3 5

Feminine 2 3 5

Feminine - 2 2Dynamic 1 4 5

Stylish - 4 4

Retro 2 - 2
Edgy - 4 4

Beautiful 1 3 4

Chic 2 2 4 

Romantic - 2 2
Original 2 2 4

New 2 2 4

Contemporary 2 2 4 

Wearable 1 1 2Power/Powerful 1 3 4

 Effortless 2 2 4

Desirable, Sharp, Romantic,

Graphic, Classic... 
3

Conventional, Ladylike, Reasonably Priced, 

Conventionally pretty, Forced, Cold, 

Old-fashioned, Formal, Mysterious, Logomania, 

Past, Complicated, Ancient, Luxurious, 

International, Timeless, Stiff, Historical... 

1
 Pure, Romantic, Airy, Architectural, Crisp, Relevant, 

Upbeat, Sporty, Wearable, Active, Refined, Vintage... 
2

Intense, Ambitious, Unexpectedly, Bold, 

Media-blitzed, Unorthodox, Unfussy... 
1 

Table 2. Synonyms and antonyms of modern (Vogue/The New York Times)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보그와 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 323 –

shion modern?’ 전시는 패션의 역사에서 이정표적인 

아이템을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한 것인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를 기획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적으로 전달한다(Friedman, 2016). 반면에 패션 잡지 

보그는 전시 아이템이 과거 기사에 실렸던 이미지 그

리고 관련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함께 다루며 조금 

더 감성적인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다(Remsen, 2017). 

본 연구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의 표현특성이 나

타난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나타난 미디어별 차이점

은, 보그는 주로 여성복이나 하이힐과 같이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사가 많은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남성구독자를 고려하여 남성복이나 시계와 같은 액

세서리를 모던으로 묘사한 기사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보그는 제목이나 표현에 장난스러운 요소가 많

지만, 뉴욕타임즈는 유행 아이템에 대한 기사에서도 

이를 상업적으로 다루거나 역사 혹은 사회문화적 이

슈를 함께 부연설명하며 시사적, 학술적으로 서술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미디어별 고유의 어휘적 

특성이나 주제에는 차이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패션에서의 모던의 표현특성에 있어

서는 <Table 4>와 같이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방

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보그와 뉴욕타임즈에

서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의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따라서 보그와 뉴욕타임즈에 나타난 패션에서의 

모던의 표현특성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었다.

1.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모던으로 묘사된 빈도가 높은 대표적 패션 아이템

은 드레스였는데, 주로 장식이 많지 않은 디자인에 

소매가 없거나, 여유 있고, 등이 파인 특징을 보였고, 

특히 심플한 리틀 블랙 미니드레스가 모던으로 묘사

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21세기 패션에서는 재킷

보다 실용적인 오버코트, 스포츠 코트, 가디건 등이 

모던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였고, 모던으로 묘사된 

블라우스의 주요 특징은 원단이 새것처럼 보이지 않

게 가공하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

의 표현이었다.

1) 활동성이 반영된 실루엣

첫째,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

된 대표적인 실루엣은 짧은 길이였다(Fig. 1). 2006년 

보그 기사에서 랑방(Lanvin)의 디자이너 알버 엘바

즈(Alber Elbaz)는 “짧은 길이는 모던하며, 이는 현대 

여성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Her-

man, 2006, p. 244). 한편 짧은 길이를 모던한 실루엣

으로 표현한 기사는 특정 연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

난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

났는데, 그 요인을 생로랑(Saint Laurent)의 디자이너 

앤서니 바카렐로(Anthony Vaccarello)의 글에서 유추

해볼 수 있다. 그는 “다리가 드러나는 디자인은 도발

이 아닌 자유에 관한 것으로, 다리는 모든 것을 모던

하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한다”고 언급하였다(Hol-

gate, 2018, p. 348). 둘째, 타이트하고 날씬한 실루엣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는데, 주로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

조된 스키니 진 혹은 레깅스 실루엣이 여러 차례 언

급되었다. 셋째, 인체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

엣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단순히 길이에 관

한 것이기보다는 자유롭게 물처럼 흐르는 유동성에 

 Characteristic
Frequency 

Vogue The New York Times 

1
Formativeness of modern fashion items

 [silhouette, material, color]

184 (52%)

[71 (20%), 84 (24%), 29 (8%)]

301 (56%)

[111 (21%), 135 (25%), 55 (10%)]

2 The way of styling 45 (13%) 31 (6%)

3
People 

[designer, celebrity]

79 (23%)

[25 (7%), 54 (15%)]

81 (15%) 

[64 (12%), 17 (3%)]

4 Life style trend 41 (12%) 123 (23%)

Total 349 (100%) 536 (100%)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articles depicted as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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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modern Vogue The New York Times 

1 
Formativeness 

of fashion items

Silhouette

- Active: Short length, Flexibility and constant mo-

tion

- Comfortable: Natural and fluid silhouette as if flo-

wing smoothly through the human body, Loose 

& unfettered silhouette

- Simple: Few details such as frills

- Active: Shorter, Smaller, Tighter

- Compromise: Slinky, Swingy

- Simple: Linear, Androgynous

- Unique: Shapeliness, Sculpted 

- Comfortable: Relaxed straight, Lean like 

wearing water 

Material

- Unique: Exotic leather, Mink, Pony hair, Python,

Handicrafts 

- Light: Bias-cut furs 

- Simple: Not frivolous or full of flowers and bows

- Eco-friendly: Organic cotton, Faux-fur

- Glamour: Glitz material

- Compromise: Embrace of materials high and low

- Innovative: Heat-sensitive fabric

- Hybrid: Improved aesthetic and functional 

performance by mixing multiple fabrics

- Innovative: 3D artlike material that crosses 

the border between craft, Lacefed silicone

- Tactile: Unusual materials, Playful sense of 

humor

- Compromise: Cross-seasonal 

- Light & airy & soft fabrics

- Sustainable: Traditional handicrafts 

Color

- Trendy: Seasonal trendy color, White is the color

that is most often described as modern 

- Unconventional: New colors that are not used for

specific items 

- Compromise: Mixing variety colors

- Basic: Black & white 

- Unique: Neon 

2 The way of styling

- Eclectic: Mixing old and new, Pairing vintage

with modern pieces, colors and textures

- Simple: Opposite of logomania

- Unconventional: Gender blending 

- TPO less: By-land or by-sea approach to dressing

- Harmony: Top-to-toe look that unifies textile pa-

tterns or materials from head to toe

- Accent: Simple outfit that gave a point as an ac-

cessory 

- Upcycling: Taking old clothes and refashioning 

them

- Compromise: Between covering skin and allow-

ing the litheness of a woman's body

- Eclectic: Cross-seasonal, Balance between 

East and West

- Unconventional: Underwear as outerwear, 

Seasonless, TPO-less

- Multi use 

- Comfortable: Seemed at a rest

- Effortless

- Simple: Not fluffy, Free of excessive orna-

mentation

- Unconventional: Mixed-gender, High style 

come from unfancy elements 

- Easy to wear: Business casual is a sweat-

shirt, sneakers and jeans

3 People

- Designer: Extremely intense, Ambitious, Remor-

seless, Untiring 

- Actress: Eclectic elegance and style, Smart, Only

cares about having fun, Effortless, Beautiful but 

unaware of it. Challenges the norm, Powerful

- Singer: Charismatic, Beautiful, Changed with the

times

- Model: Cool, Not desperate, Beautiful, Clever, 

Communication ability, Independent, Subjective

- Politician: Humanitarian, Grace, Grit, Indepen-

dence, Subjectivity 

- Politician: Being trueself, Effortless

- Designer: Diligence, Skillfully balancing 

creativity and technology, Relaxed and sub-

jective attitude

 

4 Life style trend

- Borderless of conventions, TPO, areas, seasons, 

time, and gender

- Pursuing natural beauty

- Less stratified beauty: Nontraditional casting mo-

dels of all ages, shapes, ethnics 

- Increasing desire for anonymity - Pursuing easy 

fashion and mind

- Various forms of convergence and demar-

cation phenomenon

-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net-

works

- Fidgets fashion for reducing social anxiety 

and mental fitness

- Protesting or resisting social irrationalities

Table 4.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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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패션에서 길고 짧은 실루엣

은 모두 모던하고, TPO에 따른 길이와 실루엣에 대

한 제약도 사라지고 있다는 자유로운 관점의 기사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2007년 보그에서는 느슨하거

나 타이트한 실루엣은 미학적으로 극이 아닌 철학적 

반대이며, 이제 둘은 대면에서 벗어나 공존한다고 하

였고(Mower, 2007), 2015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

cobs)는 “낮에는 긴치마, 밤에 짧은치마를 입는 공식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길이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고 하며, TPO에 따른 길

이나 실루엣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기

도 했다(Mower, 2015, p. 274).

2)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

현대 패션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소재에 나타난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에서 모던의 대표적 의

미는 가벼움이었다. 모던으로 표현된 빈도가 높은 소

재는 밍크, 포니 등의 모피와 악어, 타조, 뱀피 등이었

지만, 고급소재 그 자체보다는 이를 더 어리고 활기차게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가볍게 가공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Fig. 2). 둘째, 수공예 소재를 모던으

로 묘사하고 있었다. 2010년 보그 기사에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모던은 현대 기술을 전

통 수공예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예를 들어 히

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의 그림‘Earthly 

Delights’를 디지털로 프린트한 다음에 이를 다시 수

공예 자카드로 제작한 것이었다(Bowles, 2010). 셋째, 

톤을 낮추고 다른 소재와 혼합한 메탈 소재나 일상에

서 입는 반짝이는 소재를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넷째, 미적, 기능적 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소

재가 모던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뉴욕타임즈 기사

에서는 패션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3차원 실리콘을 모던 소재로 묘사하였

고(Lankarani, 2013), 멸종위기의 동물 보호를 위해 진

짜 뿔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방한 합성 소재를 사용

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로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모던으로 언급된 기사가 급증하

는 경향을 보였다.

3) 트렌드를 반영하는 색상

패션의 조형성 중 특히 색상에서 모던은 단순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색상은 white, black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연도별 유행하는 색상이나, 특정 

아이템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경우가 모던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2003년 봄의 유

행색은 white였고, 2005년에는 platinum이나 white 

gold가 아닌 gray 주얼리가 모던하다고 묘사되기도 

했으며, 2006년에는 red를 모던으로 언급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007년 여름에는 밝고 재미있는 neon

이 모던한 색상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전통적인 

white 웨딩드레스가 아닌 baby-pink 드레스가 모던으

로 표현되기도 했다(Fig. 3).

2.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

성

1) 조화와 중용

2000년대에 모던으로 묘사된 착장은 빈티지와 관

련한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는 1982년에 

디자인된 발렌티노(Valentino)의 빈티지 드레스를 입

었는데, 이는 가장 새로운 아이템을 입어야한다는 할

리우드의 관습을 깬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빈티지 의

상을 입는 것은 가치 있는 패션으로 여겨졌다(Design 

Museum, 2009/2010). 2003년 보그에서도 르네 젤위거

(Renee Zellweger)가 아돌포 & 갈라노스(Adolfo & Ga-

lanos)의 빈티지 드레스의 네크라인을 잘라내고, 가

슴골을 보이도록 다시 디자인하여 골든 글로브 시상

식 때 착용한 것을 섹시하고 모던해 보였다고 묘사했

다(Heyman, 2003). 한편 모던 착장은 옛 것과 새로운 

패션 아이템 그리고 영감이 뒤섞인 것으로 표현되기

도 했는데, 빈티지 프레드 레이튼(Fred Leighton) 시계

와 2000년의 프라다(Prada) 꽃무늬 드레스를 매치하

거나, 빈티지 마담 그레(Madame Gres)의 드레스와 티

파니(Tiffnay)의 팔찌를 매치하는 등 신제품과 빈티

지를 조화롭게 착장하는 예시가 많았다(Fig. 4). 또한 

모던은 과한 디자인이나 착장을 중용하여 입는 감각

을 의미하기도 했다.

2) 전통을 넘어선 독창성 

모던은 TPO, 성별, 관습을 넘어 독창성을 발휘한 

창작 방식을 의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영할 때 

입는 복장을 일상복의 연장선으로 자유롭게 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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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비키니 위에 가디건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조화시키는 착장이 모던으로 표현되었

다. 또한 모던 우먼은 자전거, 바이크를 탈 때 스포츠

웨어가 아니라 드레스 혹은 자유로운 착장을 하는 

여성이라는 기사도 있었다(Fig. 5). 모던 착장은 특히 

성별 구분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보였는데, 2014년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남성들의 짧은 반바지와 타이

즈 착장(Neilson, 2014), 기괴하고 화려한 운동화 등

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3)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멋

모던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여유 착장으로 나타

났다. 2000년 보그 기사에서 아르마니(Armani)의 모던 

비즈니스 수트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격식 있는 특성으로 표현되었고, 베라 왕(Vera Wang)은 

“지금 모던한 것은 낮에 입는 것만큼 편안한 저녁 야

회복을 입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Mrs. exeter”, 

2004, p. 488).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는 남성들의 시

선이 아닌 자신 위해 옷을 입는 여성들을 위한 언더와

이어가 없는 브라렛(bralette)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는

데, 이는 가슴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두어 편안한 행복

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념과 항의를 전달하는 메시지

21세기 패션에서는 사회적 불만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단체로 옷을 맞추어 입는 패션을 모던

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18년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는 프랑스의 형광색 노란조끼 “gilet 

joune”을 반란의 모던 유니폼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연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과 같

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격렬한 항의와 

동의어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시위복의 하

나로 평가되었다(Fig. 6). 2018년 골든 글로브 참가자

들이 착용한 검은 드레스는 성폭행 반대 시위  #Times-

U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19년 런던 패

션 위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 XR(Extinction Re-

bellion)이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패션을 위한 장례

식’을 했는데, 이들은 패션 위크의 중단을 요구하거

나, “Fashion=Ecocide”와 같은 문구의 포스터를 팔며 

환경을 파괴하는 패션 산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UN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0%가 패션 산

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소

비를 막는 것은 패션 산업이 아닌 지구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시위였다(Paton, 2019a). 이

와 같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새로운 의미

Fig. 1. Before night falls. 

Reprinted from Herman (2006). 

https://search.proquest.com

Fig. 2. The modern fur lightness

of being: with his airy rocker designs

for revillon, andrew heather is

shedding fur's dowdy elitism.

Reprinted from L. Y. (2012). 

https://search.proquest.com

Fig. 3. Wedding guide: marry, marry, 

quite contrary. 

Reprinted from Index: Wedding guide: 

Marry, marry, quite contrary (2008). 

https://search.proqu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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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의 항의였다.

3. 인물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1) 명석하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

2000년 보그에서는 배우 케이트 블란쳇(Cate Bla-

nchett)의 우아함과 똑똑한 면 그리고 모델처럼 옷을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모던으로 표현되었고

(Woods, 2000), 2002년에는 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Sa-

rah Jessica Parker)의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친근한 

매력이 모던으로 언급되었으며(Singer, 2002), 2009년

에는 요르단의 왕비 라니아(Rania)가 화려하고, 지적

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중동의 위대한 모던 지도자이

자, 뛰어난 평화 조력자로 언급되었다(Woods, 2009). 

한편 2014년 보그에서는 모델 카라 델바인(Cara Del-

evingne)이 자신의 웹에 바보 같은 표정의 셀카를 올

리는 것이 친구,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본능

적인 이해를 지닌 모던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Mod goddess”, 2014).

2)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2001년 보그에서는 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

를 모던 아이콘으로 묘사했는데, 그녀가 모델 일을 

직업이나 임무가 아닌 듯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기 때

문이었다. 2006년에는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가 성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점, 스스로 본인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않는 점이 

모던하다고 표현되었다. 한편 2018년 뉴욕타임즈에

서는 영국의 공주 유제니(Eugenie)가 모던으로 묘사

되었는데, 이는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로 등에 큰 흉

터 있는 그녀가 수술해 준 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하

고, 같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등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웨딩드레스

를 선택한 점 때문이었다(Paton, 2018b).

3)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

모던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 미쉘 오바마(Michelle 

Obama)는 직위와 규칙에 따라 옷을 입지만, 전통 안

에서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유명 인사처럼 스

타일에도 신경써야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

는 모던함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되었다(Horyn, 2012). 

예를 들어 재킷 대신 가디건을 입는 착장이 대표적

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고,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면이 그녀가 모던으로 언급되

는 이유로 나타났다(Menkes, 2010). 디자이너 중에서

는,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

(Iris van Herpen)의 창의력이 모던으로 표현되었고

(Friedman, 2019), 보그에서는 버질 아블로(Virgil Abl-

oh)가 세계를 스타일링하는 모던 디자이너의 정의로 

묘사되었다(“The man who styled the world”, 2019).

Fig. 4. Vogue point of view: a 

fine vintage. 

Reprinted from Singer (2000). 

https://search.proquest.com

Fig. 5. Talking fashion: 

belles on wheels.

Reprinted from Flash: 

Talking fashion:

Belles on wheels (2008). 

https://search.proquest.com

Fig. 6. Fashion the power

of the yellow vest. 

Reprinted from Friedman (2018).

https://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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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1)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와해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는 “오늘날 

패션에는 경계가 없다”고 하며(Singer, 2017, p. 438), 

자유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태도를 강조했고, 나이, 체

형, 민족 및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관계의 범위를 

뛰어 넘어 다양한 모델을 기용한 패션쇼를 언급하면

서, 혼합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한편  2019년 

LVMH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수 리한나(Rihanna)

를 영입하여 펜티(Fenty)라는 이름의 새로운 레이블을 

런칭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했는데, 이로써 리한나는 

LVMH 그룹의 브랜드를 만든 최초의 여성이자, 주요 

럭셔리 패션 하우스를 이끌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

다는 점에서 파격적이고 모던한 시도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경계완화 현상은 대중들의 미의식에

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자연스러움을 아

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타인이 아닌 개

인의 만족을 위한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작은 키의 스타일리스트 케이트 폴리(Kate 

Foley)는 “몸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입고 싶은 것

을 입고, 완벽함은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했

는데, 이는 현대 여성들이 옷을 입는 방식으로 언급

되었다(Holt, 2011, p. 192).

2)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국제화와 융합

소셜 네트워크의 급진적 발달로 인해, 21세기 패

션 산업은 온라인을 통한 쇼핑과 패션쇼의 확산 그

리고 여론 법정의 역할에 의한 저작권 보호 현상 등

이 나타났으며,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었다. 버버리(Burburry)는 첨단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간 하이브랜드가 대부분 독

점하고 정의했던 패션 상황을 글로벌하게 변화시켰

는데, 2009년에는 길거리에서 트렌치 룩을 찍고 공

유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Art of the trench를 

출시하였고, 2010년에는 3D로 버버리 프로섬(Bur-

berry Prorsum)의 블로그 라이브를 뉴욕, 파리, 두바이, 

도쿄 등에 방송하여 매출을 60% 상승시켰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See now, buy now” 패션쇼에서 

상품을 즉각적으로 보고 바로 구입 가능하도록 하였

고, “Rent the runway”와 같은 플랫폼을 등장시켰으

며, 속도와 편의를 우리의 일상적인 옷장으로 연결

하였다. 2015년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샤넬(Chanel)

이 마티 벤틸리온(Mati Vent-rillon)의 스웨터를 카피

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브랜드는 샤넬의 카피사

건을 실제 법정이 아닌,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여론

의 법정에 세워 즉시 사과를 받는 효과를 거두었다

(Friedman, 2015). 그 외에도 패션에 나타난 경계완화

와 융합의 트렌드는 쿠틔르와 기성복, 디자이너와 에

디터 역할의 경계완화 그리고 브랜드 간의 협업 등

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2014년 헬무트 랭(Helmut 

Lang) 컬렉션에서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 정도의 

제품을 선보인 것이 모던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베트멍(Vetements)은 2017년 봄 컬렉션을 위해 무려 

17개의 브랜드와 협력하기도 했고, 본인의 브랜드와 

로에베(Loewe)를 이끌고 있는 조나단 앤더슨(Jona-

than Anderson)은 자신을 디자이너가 아닌 편집자로 

여기며,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하도록 내

버려두고 본인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

영하고 있어, 패션에서의 노동 분업 및 경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했다. 이처럼 패션에서 창조의 개

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이 아닌 융합과 절충으로 확

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3) 심신의 보호 욕구

2017년 이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를 살아가

는 대중들의 불안과 방어기제 심리를 반영하는 신체

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패션이 모던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2018년 보그에서 발렌시

아가(Balenciaga)의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

는 “헤드기어, 후드 패션은 안전을 위한 갈망과 관련

이 있고, 현재 그것이 모던하다”고 언급하였다(“Co-

ver story”, 2018, p. 590). 2018년 뉴욕타임즈에서는 조

나단 앤더슨의 “Falling into a womb of fashion” 컬렉

션에 소개된 오버사이즈 니트와 아우터를 편안하면

서도 보호의 기능을 지닌 현대 갑옷(modern armor)으

로 묘사하였고, 크레이그 그린(Craig Green)의 현대 

유목민을 보호해주는 텐트 형태의 아우터도 모던으

로 표현되었다(Paton, 2018a). 메종 마르지엘라(Mai-

son Margiela) 역시 현대 유목민의 삶을 반영한 컬렉

션을 선보였는데, 매트리스와 충전재가 가득한 침낭 

소재의 재킷 그리고 핸드백 대신 발목이나 팔꿈치에 

고정할 수 있는 아이폰 홀더 등을 액세서리로 제시했

다. 2019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저널리스트 스토파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보그와 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 329 –

드(Stoppard)는 “젊은이들 혹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위해 후

디를 입는데, 이는 군중 속에서 사라지거나 섞이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고 언급했다(Paton, 2019b, para. 

12). 또한 2019년에는 현대인의 불안과 A.D.H.D의 

완화를 돕고, 불안정한 손을 진정시키는 액세서리

(modern-day worry beads)가 모던 아이템으로 등장했

는데, 대표 디자인으로는 패티 & 리키(Patti & Ricky)

의 구슬이 회전하는 주얼리가 있었고(Parker, 2019), 

알투자라(Altuzarra), 구찌(Gucci) 등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시퀸 장식, 핸드백에 달린 참(charm) 등 손으로 

만지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피젯(fidget) 패션을 제시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21세기 패션은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새로운 기능을 하기 시

작했다.

V.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패션에 사용되고 있는 모

던의 유의어들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의미는 형태나 기

능이 실용적이거나 단순한 혹은 독창적이거나 세련

된 의미로 나타났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었다. 더불어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및 

착장 방식, 인물 및 라이프스타일에서 모던으로 묘

사된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세부

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조형적 특성은 

활동성이 반영된 실루엣,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혁신

적인 기능성 소재 등으로 나타났고, 착장 방식은 과하

지 않게 조화롭거나 중용적인, 독창적인, 혹은 편안

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거나 신념과 항의를 전달

하는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던으로 

묘사된 인물은 명석하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을 지녔거나,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와 시대

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을 보였다. 한편 라이프스타일

에서의 모던은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와해, 국제화

와 융합 그리고 심신의 보호 욕구 등으로 나타나, 이 모

두를 종합한 결과 현대 패션에서의 모던은 다음과 같

이 크게 4가지 의미로 볼 수 있었다.

1. 경계 없는 융합과 절충을 통한 독창성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을 배척하고, 사상과 

표현 면에서 중도보다 극단을 선호하며 완벽한 새로

움을 추구했지만, 21세기 패션에서는 적절함을 유지

하는 중용과 절충 그리고 경계가 없는 융합이 모던으

로 묘사되고 있었다. 모던으로 표현되는 요소들은 이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전통과 현

대의 결합, 소재 간의 장점을 살린 결합, 너무 새것처

럼 보이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의 의

미로 나타났다. 한편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 정도의 

제품, 기성복과 쿠틔르의 콜라보레이션 현상 등이 모

던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트쿠튀르 산업은 

교차로에 있고, 기계 생산제품은 구식의 느낌이 들

며, 창의성은 반복되거나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에 여

러 아이디어들이 재활용 혹은 융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패션에서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기준이 와

해되고, TPO, 계절, 성별, 지역, 인종, 체형 등 모든 것

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러한 다양성과 포용의 트렌드가 모던으로 표현되었

다. 또한 첨단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전통적

으로 하이브랜드가 대부분 독점하고 정의했던 패션 

상황을 특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하게 변화시키고, 온

라인을 통한 쇼핑과 패션쇼 트렌드는 물론 저작권 보

호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와 정신의 편안함을 아우르는 기능성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은 기본적으로 심플한 디자

인이나 실용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 소재를 묘사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통을 벗어난 혁

신성과 실용성이 모던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다. 특

히 길이가 짧은 실루엣의 치마와 활동적인 바지를 모

던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다리의 노출을 미

적 관점보다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편

리함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패션의 역사에서 여성의 

다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이

동(locomotion)의 의미로서, 20세기 초에도 이러한 움

직임이 여성의 신체와 의상 전체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Hollander, 1993), 100여년이 지난 21세기 

현재에도 모던으로 묘사된 짧은 실루엣의 의미가 이

동성(mobility)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치였다. 하지만 그 길이가 발목 위가 아닌 무릎 

위로 아주 짧아졌다는 점과 이동의 의미가 단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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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닌 휴대전화로 인한 

유목민 트렌드,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급격한 사회 발달

로 인해 대중들은 불안을 느꼈고, 패션은 엿보는 타

인의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즉 타인과 거리

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Entwistle, 

2000/2013). 21세기 패션에서는 특히 2017년 이후 패

션에서 대중들의 불안한 심리와 스스로를 보호하려

는 경향이 강하게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모던 스트리

트 웨어가 얼굴이나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후드나 헤

드기어, 담요나 텐트 같은 형태 그리고 갑옷의 의미로 

안전을 위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2017년에 크게 

유행한 피젯 스피너는 우리의 불안정한 손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한 강박적인 욕구

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2019년에는 현대인의 불안

과 A.D.H.D의 완화를 돕는 피젯 주얼리가 모던 아이

템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패션에서도 기능성은 모던

의 대표적 의미였지만, 21세기 패션에서의 기능성은 

신체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소재와 디자

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과 정

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벼움과 자연스러움의 미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의 주요 의미는 가벼움이라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패션은 소재, 착장과 사고

방식 모두에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있었고, 편안하며 

느긋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패션에서 가장 빈

번하게 언급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자연스러움이었

는데, 이는 놈코어(normcore), 프렌치 시크(french chic)

등이 유행의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확산되고 있으며,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기교로, 세련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effortless 

chic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Nam & Ha, 2017). 이처

럼 일부러 애쓰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멋스럽거나, 편

안하고 여유 있는 패션 스타일은 20세기 댄디의 태도

와 복장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함을 위해 씻고 면도하

고, 넥타이를 맸고, 이는 잘 조였지만 숨 막히지 않고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야 했기에 그들의 치

장은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연출하지 않는 연

출이었다(Barbey d'Aurevilly, 1845/2014). 2000년 아르

마니의 모던 비즈니스 슈트는 꾸미지 않은 격식과 성

별 혼합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되었고, 트루사디

(Trussardi)의 편안한 바지와 길게 늘어뜨린 재킷, 풀

어진 벨트와 같은 느슨한 착장이 모던으로 언급되기

도 했다. 특히 나이 든 얼굴이나 미적으로 불완전한 

신체의 모습을 감추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는 것을 모던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20세

기 초에도 코르셋의 폭압으로부터 여성의 인체를 있

는 그대로 자유롭게 한 폴 푸아레(Paul Poiret)의 흐르

는 듯 느슨한 디자인이 모던 패션의 가장 중요한 컬

렉션으로 언급된 바 있고(West, 2011), 1945년 보그에

서도 당대의 이상적인 여성의 외형을 “Waists are wai-

sts, Hips are hips, Bosoms are bosoms” 즉, 인체 그대로

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Fashion: “Are clothes modern?””, 1945).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도 중반에도 그리고 21세기 현재에도 인

위적인 형태보다는 신체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

을 나타내는 것이 모던으로 묘사되는 점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나, 21세기에는 자연스러움뿐만 아니라 

단점도 드러내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

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4.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계몽

19~20세기의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외적 권위의 복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이성을 주체로 사용하여 행동하는 성숙함 그리

고 역사를 미래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재조

정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계몽이었다. 특히 좋은 예

술이나 디자인은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났는데(Bhaskaran, 

2005/2007), 이는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윤리의식 생성,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의 형태

로 나타나고 있었다.

21세기 패션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윤리의식

과 친환경 소재가 모던으로 언급되고 있었는데, 비건

(vegan) 브랜드로 알려진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

Cartney)는 해양 생물의 파괴를 막기 위한 단체인 오

션스 팔리(Parley for the Oceans)와 협력하여, 바다에

서 수집한 어망, 병, 플라스틱으로 섬유를 만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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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까르띠에(Cartier)

와 에르메스(Hermès)에서는 천연 짚(straw)을 이용한 

독특한 상감세공 기술을 시계 다이얼 디자인에 적용

하기도 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이

를 패션으로 표현한 대표적 사례는, 프랑스 혁명기에 

반바지인 퀼로트를 입은 귀족 계급에 대항하여 혁명

가들이 입었던 긴 바지가 있다. 이들은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상퀼로트(sans-culotte)로 불

렸는데(Shin, 2016), 21세기 패션에서도 상 뀔로뜨와 

같은 설득력 있는 반란의 상징들이 모던으로 언급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에는 디올(Dior)

의 “We should all be feminist”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

츠가 이슈가 되었는데, 이는 여성들도 인생에서 진정

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VI. 결론 및 논의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유행의 의미를 넘어, 스타일이나 착장의 미적, 기능

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던은 “여성스럽지만 너무 달

콤하지는 않고”, “새것이지만 새것 같지 않은”과 같

은 미묘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는 섹시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노골적이고 싶지는 않

고,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을 과시하고는 싶지만, 애

쓰지 않은 듯 보이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와 상당

히 유사하게 닮아있다. 따라서 모던이 이러한 현대인

들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는 대표적 수단인 패션을 

단 한마디로 명확히 묘사해주는 단어이기에 그토록 

자주 사용되어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산발적인 단편들을, 사회문화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미디어인 신문과 잡지를 바탕으로 도출하

였다. 특히 문헌 고찰이 아닌 뉴욕타임즈와 보그 분

석을 통해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실질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을 지닌다.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의 표현특성 관련 

기사에 나타난 두 미디어의 차이점은, 보그는 주로 

여성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남성독자를 고려한 기사

가 많은 것이었고, 보그는 기사 제목과 문장에 재미

를 추구한 요소가 많지만, 뉴욕타임즈에서는 역사 

혹은 사회문화적 이슈를 바탕으로 유행 아이템을 묘

사하여 시사적, 학술적인 경향을 보인 것이었다. 즉 

어휘적 특성이나 주제 면에서는 미디어별 고유의 특

성이 나타났지만,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

특성 분석결과는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타났는데, 이

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디자

인 특성은 단순한 형태에 독창적인 디테일 표현으로 

나타났고, 실루엣은 주로 활동성이 반영된 짧고, 날

씬하고, 유동적인 형태였으나, 21세기 패션에서는 대

립되는 다양한 실루엣이 공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 나타났다. 둘째, 현대 패션 소재에서 모던의 대표

적 의미는 가벼움이었고, 수공예로 만든 소재, 미적 기

능적 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소재, 3차원 실리

콘 신소재 그리고 친환경 및 지속가능 소재가 모던으

로 표현되었다. 한편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아크릴과 

같이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를 모던으로 묘사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모던 주얼리는 값비싼 재료보다

는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

다. 셋째, 패션의 조형적 특성 중 색상에서 모던은 단

순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

고,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색상은 black과 white였

다. 또한 특정 아이템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경우를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넷

째,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은 조화와 중용, 전통적 

관습을 넘어 독창성을 발휘한 창작 방식 그리고 자연

스럽고, 편안하며, 여유 있는 착장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사회적 불만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단체로 

맞추어 입은 착장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모던으로 묘사된 인물에 나타난 주된 특성은 명석하

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을 지녔고, 여유

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그리고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21세기 라이

프스타일 트렌드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대표적 특성

은, 인종, 지역, 성별, 아름다움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

계가 무너진 현상이었고,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패

션 산업이 실리적이고, 국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

상이었다. 반면에 대중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고조되

고 보호받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결과,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의미는 <Table 5>와 

같이 종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분야에서 모던이라는 단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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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쓰임과 맥락을 패션 잡지와 신문의 텍스트를 바

탕으로 분석하여, 모던이 단지 신제품을 과거의 상품

과 구분 짓는 판매 촉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단

편적인 해석을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켰다. 패션에서 

단 한마디로 이토록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던의 

사용은 이를 대체할만한 또 다른 단어가 생기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

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현대인의 심리가 앞으로 모

던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변화 가능성이 열

려있다. 

본 연구는 패션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현대 패션과 소비자

의 욕망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미적 관점의 변화를 

세밀하고 명확히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다고 밝혀낸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을 보그와 뉴욕타임즈로, 연구범위를 21세기 패

션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그 대상

을 다른 종류의 잡지와 신문 혹은 미디어로 확대하

거나 20세기의 패션을 포함한다면, 미디어별 차이점

이나 모던의 의미가 세기별로 변화해온 과정과 같은 

더욱 풍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모던 외에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다채로운 신조어들의 특성과 그에 함축된 의미

를 이와 같이 연구한다면, 변화를 거듭하는 패션 분야

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창의적

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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