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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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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cism Expressed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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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ascism is a term that began to be used from the late 1930s, means an idea and a system that the strong power
of the state intervenes or control people's lif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existential value of individuals is found only
in the total. Fascist looks, which resulted from World War I and II, had brought a new pattern in women’s fashion inspired
by men’s military uniform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scist fashion trends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o infer various aesthetic values of fascism expressed in fascist fashion l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expressions of fascism reflected the current ideology of rebellion and appealed to the original national
sentiment of the masses. Fascism occurred in response to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nd its general crisis had
emerged as an ideology with the highest popularity symbolizing power and govern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
tieth century. It was expressed in military looks as self-centered nationalism and yearning for minorities. Second, fascist
fashion looks were not only for political and sexual temptation with the image of power but also for the display of women's
status and roles through the bold expression of sexual attractiveness. Finally, fascist fashion looks expressed medieval
images praising the feudal age in imagination that contained heroism and at the same time achieved integration under
strict social hierarch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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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인 세계화의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영

역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상호 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전체

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활되면서(임지현·김용우, 2004) 파시즘

이 대중의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적 규범이나 종교, 전통, 관습,

문화에 걸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체주의란 본래 전체 속에서 개인이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

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하거

나 통제하는 사상 및 체제를 일컫지만(정기동, 1992) 이탈리아

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

의 사상 및 체제까지도 포함하여 통칭한다(권영달, 1992). 협의

의 파시즘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일컫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비

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며 강권적인 성격을 띠는 정치운동 등을

총괄해서 정의하고 있어(김용우, 2002) 전체주의와 크게 개념적

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체주의가 출현한 20세기 초

부터는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파시

즘이라는 용어가 이 시기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보다 더 포괄

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종영, 2003). 

영국의 정치사상가이며 파시즘 연구자인 마크 네오클레우스

(Mark Neocleous)가 “파시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

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의 특징”(정준영, 2002)이라

고 한 것처럼, 파시즘은 이제 일상적 파시즘론(임지현, 2001;

윤평중, 2002)까지 등장하여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써 발전하였다. 패션 변화의 주요 흐름은 어떤 한

개인이 선호했던 것에 대중이 모방하고 싶을 정도의 강력한 매

력을 느낌으로써 그 방향이 달라진다(윤길순, 1997). 그렇다면

20세기 초반 서양패션에 나타난 파시즘 또한 대중의 정서를 반

영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파시즘은

20세기 초반의 양차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 상관관계에서 출현

했다고 볼 수 있는 밀리터리 룩의 전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에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초반 제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서양패션에 나타난 파시즘적 경향 및 파시즘 패션을 고찰함으

로써 밀리터리 룩의 전형이 된 당시의 패션에서 파시즘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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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유추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

하여 20세기 초반(1910년부터 1949년)에 나타난 파시즘과 복

식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파시즘의 개

념과 출현배경 및 문화적 특성을 살피고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와 세계 대공황 이후의 복식에 나타난 파시즘적 경향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파시즘 패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파시즘의 개념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특정한 정치 지

배형태로 최근에는 혼란스러울 정도의 다양한 해석과 서로 상

반된 견해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은 원래 이탈리아어의 ‘파쇼’라는 결속의 뜻에서 시작

되어 ‘전 군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갖으며, 일부 연구

에서는 무솔리니에 의해 이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고 논하고 있

다. 하지만 앙리 미쉘(Henry Michel)에 의하면 “파쇼란 것은

19세기 말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소요를 일삼는 주민들의 문장

(紋章)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정성진, 1984)이고 이것이 제1차

대전에는 이탈리아 군이 참전에 대패하였을 때, 정부의 선전 문

구로써 이탈리아 국민의 전체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한다는 보

다 넒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파시즘의 권위있는 연구가 마크 네오클레우스(Mark Neocleous)

는 그의 저서 “파시즘”에서 “파시즘은 세 핵심 개념, 즉 전쟁,

자연, 민족에 초점을 맞춘다”(정준영, 2002)고 하면서 파시즘이

반동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수용 외(2001)은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극단적 정치

집단이 선전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구호정도로 치부된다”고 하

였다. 즉 이들은 파시즘이 그 어떤 특정한 정치적 프로그램으

로 무장된 통일된 운동이 아니므로 특유의 정치적, 사회적, 경

제적 및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논의하였던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존 와이트탐(John Whittam, 1995)도 그

의 저서 “Fascist Italy”에서 “파시즘을 정의하는 일은 어둡고

그리고 아마도 텅빈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일과 같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파시즘이란 개념이 그 만큼 다양하면

서도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시즘 언어”라는 저서를 낸 김종영(2003)은 그의

저서에서 “파시즘 언어는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선전매체”라

고 하였다. 여기서 파시즘의 언어 조종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

하였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의 의식화 작업

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럴듯하게 대중의 의식

속에 끼어 넣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과 성격을 내포하고 있

는 파시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즉 파시즘 정

의를 놓고 “새로운 합의”라는 표현으로 파시즘 연구자들 사이

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로저 그립핀(Roger

Griffin, 2002)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의 새로운 합의

란 신화, 민족주의, 혁명이라는 세 핵심개념으로 파시즘이 민족

주의를 내세워 민족 공동체의 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

간을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시즘에 전체주의적 성

격이나 극단적 남성주의 경향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 신

화 그리고 양 차 대전 중에 대중의 지지를 끌어냈던 대중운동

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파시스트 미학적 특성에도 나타난 민족공동체를 지향

하는 민족주의와 새로운 모습으로의 부활·재생하고픈 신화성,

민족 공동체의 적을 제거하는 야만성 등이 파시즘 개념에 내포

됨을 알 수 있다(임상임·추미경, 2004). 결국 파시즘은 이탈

리아어 ‘파쇼’라는 용어에서 시작하여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일

반을 뜻하거나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한 무의식적인 권위

의식을 의미하는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학적

인 측면에서는 민족주의, 신화성, 야만성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

게 표출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 패션에서의 파시즘은 획일성과 대중성

(대중운동)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제복을 동일한 색채와 디

자인으로 통일시켜 공동체의식을 담은 민족주의를 표현하였고

도발적인 벨트와 버클 등의 착용으로 대중에게 위압감을 주도

록 연출함으로써 극단적인 야만성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을 민족주의,

신화성, 야만성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2. 파시즘의 출현

파시즘은 먼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출현하였다. 이것은 이

국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2, 3세기 늦게 근대국가로 형성

되어 경제적 기반도 약했고 심각한 실업율과 빈곤,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공황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미래주의 영향, 2002).

즉 국민들은 전쟁 후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상실감과 허무감

으로 더욱 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되었고 소시민

의 반사회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자

신들을 지켜줄 구원자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파시즘은 바

로 당시의 중산계급이 품고 있었던 이러한 불만과 불안을 교묘

히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파시즘에 의하여 조장

된 위기는 결국 자유로운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시기

에서 단순히 사회의식을 위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반자

본주의와 반부르주와의 기치를 내걸은 하나의 계략으로서 파시

즘이 종식된 후 후기 자본주의에 의하여 그 뿌리를 내리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파시즘은 18세기말부터 누적되어온 사회적 불안과 제1차 세

계대전 후의 만성적 공황과 전승국과 패전국을 막론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서 초래된 각종의 혁명적 기운에서 발생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이것은 곧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

망에서 싹트게 되었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케 만들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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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파시즘이 존재는 하였지만 파시즘

정권이 정식으로 세워졌던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파시즘

의 출현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 파시즘은 본래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현

상으로 파시즘의 창시자적존재라는 사실은 명백하다(정성진,

1984).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엄습한 공황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성립되기까지의 여건과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국

민들은 전쟁 전보다 훨씬 가난해진 국가의 경제에 격분하였고

이에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 하지만 이탈리아 파시즘은 사회적인 기반과 대규모의 자본에

대한 관심에 기인하는 사이에서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야 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처럼 이탈리아 파시즘은 처음부터 명백한 논리적 일관성

및 사상적 기반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 모순을

반혁명과 전쟁을 조직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는 배경에

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나치즘 : 나치즘은 이탈리아 파시즘과는 달리 국가보

다는 민족을 강조한다. 이것은 독일에 있어서 반 유태인 운동

과 민족통일 그리고 1933년경 독일이 처한 위기 때문이기도 하

다(정기동, 1992). 독일은 1929년에 일어난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대량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는 극

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승전국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배상금은 경제위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결국 1933년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독재체제는 세

계적 경제공황의 혼란기에 처한 국민의 다수가 나치스의 힘에

의하여 강대한 독일을 재건하려는 생각과 맞아 떨어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산계층이나 대자본가 그리고 군부

등도 나치스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

로 나치즘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독일의 나치즘은 당시 경제공황이 발생한 아래 1930년

대 초에 주장된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써 중산층에 대한 비

중있는 운동이었고 종족에서 보다 우수한 개인의 영웅적 의지

에 의해서 실행된 것으로 사상보다는 군중심리나 혹은 종족적

직관에 의한 민족개념으로 출발한 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다.

3.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

3.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파시즘적 패션경향 

1909년의 미래파 선언은 ‘파괴적이고 선동적인 폭력’(조규화,

1993)을 내세워 전쟁만이 인류에게 건강을 주는 유일한 것이라

고 전쟁을 찬미하였다. 이 당시 1910년대부터 나타난 이탈리아

실험 예술 의상인 미래파 패션은 강자의 용기를 더욱 강화하고

약자의 민감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격성과 민첩성도 나타났다

(이금희, 1999). 이것은 곧 예술 의상 특징 가운데 하나인 호전

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그 이전의 의상개념과는 달리 미래

주의 사상을 선전키 위한 정치선동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에 영향이라도 받은 듯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열강들의 제국

주의적 세계분할과 식민지 정책 등으로 1914년에 발발하게 된

다. 

이 당시의 패션은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영역에 있어 큰 비

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테일러드 수트, 스커트의 짧아진 길이,

여성의 바지 착용 등으로 여성복에 밀리터리 룩의 출현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머리는 짧은 스타일로 얼굴 가까이 붙였

고 모자는 브림형태의 모자와 베레모 등을 착용하였다. 이때까

지만 해도 전쟁은 의상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패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이재원, 2002). 이것은 전쟁이라는 제한적인 상

황으로 인한 제반 여건은 새로운 패션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상류층 여자들도 낮 동안에는 고급의상 대신에 간

단한 작업복을 입었다.「새로운 여성복과 여성문화(Neue

Frauenkleidung und Frauenkultur)」라는 잡지에는 ‘일하는 여

성의 의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호를 발행하였고 여기에는 농

사일을 하는 여성, 차장, 우편배달원, 공장노동자, 간호사 등을

위한 실용적인 의상을 제안할 정도였다(이재원, 2002)(Fig. 1).

1916년 샤넬은 ‘패션 파시스트’(김은옥, 2003)라는 별명과 함께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처음 도입시킨 디자이너로써 패치

포켓이 아래위에 달린 재킷에 커다란 주름이 잡힌 군복풍의 여

성의상을 발표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냄으로써 패션 문화혁명

에 기인하게 된다(Fig. 2).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국민들 사

이에서 애국주의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독일적 의상’ 논의를

위하여 제국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였다(이재원, 2002). 이는

독일의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패션을 영국과 프랑스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 이전에 군사적인 측면에만

해당되었던 애국주의가 문화와 패션에까지 퍼지게 되어 전쟁영

웅의 사진에는 금십자, 참나무잎, 깃발, 독수리 등으로 장식된

복장 모습을 금속사진틀에 넣어 ‘조국의 영웅으로 전사했다’라

Fig. 1. 일하는 여성의 옷, 1917(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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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자를 표기했을 정도로 애국심, 민족주의 그리고 영웅성 등

을 강조하였다(조규화, 1993). 이러한 민족주의나 영웅성 등은

당시 나찌 예술에서도 자주 표현된 파시스트 특유의 대중 선동

을 위한 위압적인 권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복에 있어서 사회적 동요와 불

안에 대한 가시적 지표를 제공하였고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간

이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참정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복식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나아가 영국

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시위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로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 흰색, 녹색을 지정하여

의상과 액세서리 및 휘장 등에 사용하게 하였고 일부 지도층도

특별히 이렇게 디자인한 의상을 착용하였다(Fig. 3). 이러한 제

복 같은 의상은 운동 자체에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하고 패션을

정치적 의사 표명의 수단이자 성의 초월 등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순령, 2000). 

그 이후 1920년대는 재즈와 광란의 시대였지만 이러한 세계

는 주로 중류층이상으로 제한되어 결국 낙관주의적 경향이 사

라져서(이재원, 2002), 일부 여성들은 전쟁 전의 시절을 회상하

기도 하였고 일부는 기능적인 옷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계의 진

출을 꾀하려 하였다. 

이처럼 세계 제1차 대전 전후에서는 독일의 경우 애국심, 민

족주의, 영웅성 등이 내포된 문화와 패션이 유행하였고, 전쟁이

라는 여건에 부응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참정권 획득

등 성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실

용적인 의상이나 제복과 같은 의상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성

의 초월 그리고 밀리터리 룩의 출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2. 세계 대공황 이후의 파시즘적 패션경향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생겨나게 하였고 직업을 갖은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다시 패션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

이지만 여성들의 평상복이었던 각진 어깨의 테일러 수트의 색

상이 검정색, 회색 등의 어두운 색조로 변화하여 침울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대공황이후 독일의 히틀러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상황의 개선

을 약속하고 전통과 혁명을 결합시키면서 우익과 좌익의 이상

을 통합하고자 선동하였다. 또한 나찌미술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상임·추미경 2004) 히틀러는 자신을 중세 십자군 기사로

묘사하게 하여 시간개념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신화성으

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히틀러의 추종자인 파시스트들은 유니폼을 즐겨 입

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복장을 부러워하는 어린이들까지 유혹

해 유니폼을 입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히틀러 소년단은 도발적

인 모양의 벨트와 버클 등을 착용하여 위압감을 조성하였다(김

은옥, 2003). 대표적인 예로 오즈월드 모슬리는 자신의 추종자

들에게 검은색 셔츠를 입히고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파시

스트 나름대로의 유니폼을 취하여 입기도 하였다(Fig. 4). 이렇

게 군복이나 유니폼에 대한 갈망은 파시스트가 전 국민에게 하

나로 뭉쳐서 경제적 위기를 타계해보자고 하는 대중적 참여와

지지를 자아내고자 하는 민족주의 강한의지와, 다른 한편으로

는, 국민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참여를 유발키 위한 이데올

로기의 주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술계에서는 문학이나 연극보다 선전선동의 효과가

훨씬 컸던 영화가 나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다. 유명한 반

유태인 영화였던「유태인 쥐스」는 제국영화부로부터 국가 정

책상 매우 가치 있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

정도였다(이재원, 2002). 이처럼 군인정신이나 애국심 그리고

총통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들에게도 같은 상이 주

어질 정도로 파시스트는 대중 선동에 적극적이었다. 

Fig. 2. Chanel의 군복풍 디자인, 1916 (Chanel-the Couturiere et

Work, p.14).

Fig. 3. 플로라 드러몬드 장군의 제복, 1908(20세기 정치선전예

술,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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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대공황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

가 대공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던 때에 독일의 경우, 청

소년에게 군복이나 유니폼을 권장하거나 도발적인 벨트와 버클

등의 착용, 그리고 애국심이나 군인 정신 등을 묘사한 예술작

품 및 히틀러 자신을 중세 십자군 기사로 묘사하는 등을 묘사

한 예술작품 등으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는

민족주의, 신화성, 야만성등 을 찾아볼 수 있다. 

3.3. 세계 제2차대전 기간의 파시즘 패션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의 파펜(Franz Von Papen) 정부는

1932년 집권한 직후 패션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수영복의 경우에는 바지와 샅폭이 달린 수영복을 입을 경우에

만 사람들 앞에서 수영하는 것이 허용되어 파펜 정부는 샅폭

정권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반면에 히틀러는 패션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이재원, 2002). 그는 패션보다는 대중

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웅대하고 의식적인 행사를 즐겨

하였기 때문에 패션보다는 제복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치가 즐겨 입은 갈색 셔츠는 패션이기보다는 오

히려 당원의 상징으로 작용하였고 히틀러 유겐트와 독일여자

청년 동맹의 제복이 기존의 여성복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제복은 본래 관례적인 의상의 극단적인 형태로 타인에 의하

여 전적으로 결정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

는 것처럼(유태순, 1986), 파시즘 정당들은 제복에 대한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파시스트들은 시

각적인 외장 디자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제복의 디자

인과 휘장, 그리고 히틀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주장한 하이켄

크로이츠(Hakenkreaz) 등은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히틀러는 대중을 일체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제복을 적합

한 방법으로 보았다(이재원, 2002).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제복

은 대중으로 하여금 감정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감과 억압감을 표현하고, 나아가 무계급임을 과시하기 위한 수

단이자 정치적 이념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유송옥

외, 1996) 알 수 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평론가인 수잔 손택(Susan Sontag)

은 제복에는 일반적인 환상, 공동체, 명령, 동일시, 능력, 합법

적인 권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ontag, 1975). 그리고 제복

은 에로틱하면서도 강력하고 만연된 성적 환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폭력 운동으로써, 파시즘의 폭력이나 전체적

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나치당이 편성한

SS(Schutzstaffel)들의 제복은 검정색으로 그 위에 다양한 메달,

상징적인 장식, 계급을 식별하는 다양한 뱃지를 착용하여 그 외

양은 극적이고 위협적이며,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Sontag, 1975). 파시즘 연구자 마아틴 키친(강명세, 1988)도

파시즘이라는 이념은 정신 속에 내재된 것으로 여기에는 행진

과 제복 그리고 대중동원 및 선동을 매개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고 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김석근, 1997)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대중들에게 충성의 관념과 정감을 환기시킬

상징으로는 깃발, 제복, 노래, 의식, 제사, 대집회, 시위행진, 신

화, 이데올로기 등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파시즘에 있어서 제복은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입장과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을 서로

달리하던 학자들도 제복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해석으로

검증해왔다. 결국 파시즘 패션은 파시즘적인 전체적인 힘, 대중

동원, 합법적인 권위, 대중으로 하여금 위협적이고 야만성이 내

포된 이미지가 돋보인 제복에서 더욱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파시즘에 있어서 제복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행사 석상에서 대

중동원, 선동의 매개체역할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이 되

지는 못하지만 전체주의적 힘을 과시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의사 표현수단이거나 획일적 복

식형태로 무계급 또는 성의 초월 등을 과시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역할 등은 파시스트의 선전효과를 극대

화하거나 획일화함으로써 그들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4.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은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반 파시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정흥숙·김정은, 1997). 여성복은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추어 여성다운 장식이나 가는 허리와는 거리가

먼 남성적 분위기의 실용적 의상이 나타나 어깨가 각지고 넓게

바뀌었다(간문자, 1997).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 인력의 부족으

로 일시적으로 항공업체나 작은 규모의 군수업체 등에 고용되

어 제조업이나 항공기의 엔진생산, 총기조립 등에 고용되었다.

이렇게 중노동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작업에 편리한 원피스 형태

의 오버롤 등과 같은 작업복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된

계기가 되었고 가는 허리와 큰 엉덩이를 강조하는 대신 헐렁하

게 맞는 수트의 실용적 의상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패션도 전쟁으로 인하여 파리와 두절되면서 물자부

족과 군복의 영향으로 단순한 디자인의 기성복을 대량 생산하

게 되었고 군복적 요소가 돋보인 각이 지고 넓은 어깨와 무릎

Fig. 4. 오즈월드 모슬리의 검정셔츠, 1930(패션의 유혹,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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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테일러드 수트가 밀리터리 룩의 전형이 되었다(최혜주,

1998). 이 당시 밀리터리 룩은 처음 출현 당시 보다 훨씬 경제

적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난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을 극복하

기 위하여 쿠폰으로 패션시장을 통제하였다. 1941년 상무성에

서는 실용계획을 공포하여 국민 1인당 의복 품목마다 쿠폰수

를 정하는 일종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전쟁 후에는 여성

들의 사기를 위하여 디자이너들에게 매혹적인 실용 의상을 생

산하도록 하였다(Fig. 5). 또한 프랑스정부도 민족주의와 보수

주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독일 나

치의 패션론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적이거나 민속적인 디자인이

강조된 의상이 쟈크 페스등에 의해 디자인되었다(이재원, 2002). 

이처럼 1940년대 여성복의 실용적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 수

트는 완전히 제복의 특징을 갖게 되어 심을 넣은 어깨, 작고 딱

딱한 라펠, 견장, 완장 등은 이전의 여성적 매력과 기품과는 거

리가 멀었다. 또한 전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의복

에 있어서 계층 간의 구별이 살아진 것도 또 다른 특징이었다. 

결국 인류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2차 세계대전은 제복을 표본으로 하는 밀리터리 룩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역이용한 파시즘을 태동하게 만든 공통분모

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서서히 드러난 파시

즘이라는 정치이념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제복은 획일성과 대중

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파시스트들에 있

어서 제복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과 대중을 억압하려

는 용도라는 이중적인 성격으로써 패션을 대상으로 한 이데올

로기적 표현 수단에 가장 적합한 의복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4. 결 론

최근에 두드러진 전체주의에 대한 관심은 일상적인 파시즘

론까지 등장함으로써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패션

에 나타난 파시즘적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 있는 연구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제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서양

패션에 나타난 파시즘적 경향을 고찰함으로써 밀리터리 룩의

전형이 된 당시의 패션과 관련된 파시즘의 미학적 의미와 역사

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파쇼’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어 일

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또는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 침

투한 무의식적인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민족주의, 신화성, 또

는 야만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표출되어 왔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처음부터 명백한 논리적 일관성 및 사상

적 기반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을 혁명과 전쟁을 조직함으로써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나치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발생한 경제공황의 사회적인 상황아

래 1930년대 초에 주장된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

으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었다. 나아가 이는 우수한

종족을 기치로 하는 개인의 영웅적 의지에 의해서 실행된 것으

로 사상보다는 군중심리나 혹은 종족적 직관에 의한 민족개념

으로 출발한 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초반의 파시즘 문화와 패션은 전체주의를 표방

하여 대중매체를 수단으로 시간개념을 초월하는 신화나 민족공

동체를 자극시키는 민족주의, 그리고 야만적인 전쟁의 미학 등

의 특성을 내세워 파시즘의 정치적 이념이나 파시스트적 감정

이입 등을 주입시킴으로써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지를 이

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인 미화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는 미래파 선언과 전쟁이라는

여건에 부응하여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참정권 획

득으로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

기에 영향을 받은 실용적인 의상이나 제복 같은 의상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성의 초월 그리고 밀리터리 룩의 출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독일의 패션과 문화 전반에 애국심이나 민

족주의, 영웅성 등의 파시스트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넷째, 세계 대공황이후 독일과 이탈리아는 노골적인 파시즘

정책을 취하면서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군복이나 유니폼

을 권장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양의 벨트와 버클 착용 그리

고 애국심이나 군인정신, 중세기사 등을 묘사한 예술작품 권장

등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대

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민족주의와 야만성의 미학을 엿볼 수 있었다.

다섯째, 세계 제2차 대전 기간의 파시즘 패션은 대중의 지지

를 원하는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파시즘적인 전체적

인 힘, 대중동원, 합법적인 권위,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등이 돋보인 제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시즘에 있어서 제복

의 역할은 크게, 첫 번째는 공식적인 행사 석상에서 대중동원

및 선동의 매개체역할이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은 아니

Fig. 5. 제2차 세계대전기간의 Utility Cloth, 1943(서양복식문화

사,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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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체주의적 힘을 과시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의사 표현수단이거나 획일적 복식형태

로 무계급 또는 성의 초월 등을 과시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

었다. 결국 이러한 역할 등은 파시스트들이 대중을 정렬화, 획

일화함으로써 그들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패

션의 대표적인 예는 40년대 여성복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정착

한 밀리터리 수트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제복의 특징을

갖게 되어 심을 넣은 어깨, 작고 딱딱한 라펠, 견장, 완장 등으

로 이전의 여성복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또한 전후에는 민주주

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의복에 있어서 계층 간의 구별이 살아

진 것도 특징이었다. 

이와같이 20세기 초반의 파시즘은 패션을 통하여 전체를 우

선으로 한다는 전체주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대중의 다변

화적인 관심사를 공략하여 대중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기 위한

파시스트의 궁극적인 선전효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

아가 파시즘 패션은 밀리터리 룩의 출현과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중의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파시즘 패션 스타일

은 밀리터리 룩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그러나 다양한 이미

지를 갖고 대중에게 어필할 것이며 미래 패션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4년도 윈광대학교의 교비자원에 의

해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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