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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패션에 나타난 남성적 요소의 특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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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masculine factors related with
power images in women’s fashion since 2000. The method of study was to analyze the documentary about the power
images since the 14th Century and then the fashion magazines since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ower image of women’s fashion was internalized by wearing of the masculine factors each of an era. After 2000, char-
acteristics of women’s fashion affected by masculine factors were an exaggeration of scale, deformation, inharmonious col-
lage and changeful borrowing. They showed the structure of new cognition of modern society uncertainty, open and
decentralized. And power images presented aesthetic characteristics such as independence, ideal, sign of a amusement
and decentralized virility. In conclusion, power in women’s fashion has a function of creativeness, product, positiveness
from past to modern. In addition, the power, which is a symbol of perfection, rationality and ideal beauty, expresses a good
feeling of psychology, social friendship, value of success and will be existed as a meaningful esthetic sign in women's fash-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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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과 새롭게 출현한 매체의 문화적 형

태들은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과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역할

은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역할과 전문 직업의 사회적 역할 사이

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권력

과 돈,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권력을 지닌 높은 직위의 여성들은 긍정적인 남

성적 자질에 대해 높이 평가 받는 동시에 여성스러움을 유지하

도록 강요받는다. 이러한 경향은 직위가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

은 여성보다 속살이 덜 보이는 고전적인 옷을 입으며, 자신의

육체를 중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옷, 비여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의상(조원규, 2001)을 입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회적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은 육체를 상징적 표

상으로 하며, 이 육체는 또한 성과 직결된다. 성의 지배는 곧

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우리 문화의 가장 확산된 이데올로기

로 보급되어 가장 근본적인 권력개념을 제공한다(심영희, 1994).

성의 지배는 과거 가부장적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시대, 육체

=여성, 정신=남성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단지 여성은 남성에 의

해 조형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

와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으로의 가족 구조 변화, 성의 해방,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 등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 현상이 점

차 와해되고(송명진·채금석, 2001), 전통적 남성상과 함께 새

로운 성적 취향과 미의식 변화로 다양한 남성상이 등장함으로

써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성

과 다양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권력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억압과 배제라는 개념 외에도 창

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학적 개념의 젠더의 등장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부정적 편견과 모순들을 폭로하기 시작하였으며,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남성 지배에 의한 권력의 혜택에 대해 그 위치적 정

당화에 대한 모순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여성은 주체

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고, 복종으로서가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 즐기는 주체로서 인

식되었으며, 남성 권력에 의한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

올로기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타파하여 성적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예술에 있어 권력을 논한 니체는 무엇보다 예술이 권

력의지의 본질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예

술로서의 복식 또한 사회 내에서 지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

Corresponding author; Jung-Hwa Choi

Tel. +82-53-950-6225, Fax. +82-53-950-6219

E-mail: jhchoi0@knu.ac.kr



51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5호, 2006년

와 특정 집단과의 문화적, 사회적 친화정도, 다른 집단과의 구

별을 표시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복

식을 착용한 신체 역시 계급 이미지를 재현하는 정치, 경제적

권력의 장(김은희, 2001), 성적 권력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권력적 욕구에서 여성 패션은 일찍이 지배와 사회적 차이의

분명한 상징인 남성적 요소로서의 권력 기호들을 도입하여 왔

으며, 이는 또한 외양의 평등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

였다(이득재, 1999).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통적 권력 개념의 인

식 변화와 젠더의 등장으로 남성의 외양을 모방하며 그들이 가

진 추상적 권력을 얻고자 했던 여성 패션에서도 변화를 가져오

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전통적 권력의 영향과 전통적 권력의

인식 변화를 통해 나타난 여성 패션의 변화 흐름에 초점을 두

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권력 개념을 정의하고 여성 패

션에 영향을 미친 남성 권력의 흐름과 패션 요소를 분석·정

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대 이후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특징과 현대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국내외 이론서 및 정기 간행물, 국내

외 패션 관련 서적과 같은 문헌 연구를 통해 여성 패션에서의

남성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패션에서의 남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분석

을 하였다.

2. 권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권력의 개념

전통적 사회 과학에서 권력은 주로 개인, 또는 집단적 수준

에서 행사되는 영향력의 한 차원으로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지 또는 이를 위한 자원의

소유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신병현, 1985). 즉, 사회에서 권

력은 그 무엇보다도 탈취권이며, 이 탈취권은 물건, 시간, 그리

고 생명 등에 대한 탈취권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고전주의시대 이래 서구 사회에서는 이 권력 메카니

즘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선취는 더 이상 주요한 형태가 아니

며, 다만 상대 세력의 유발, 강화, 통제, 감시, 과대평가, 조직

등의 기능을 갖는 여러 형태 중의 하나가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이제 다른 세력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파괴시키

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력들을 생산하고, 증가시키고,

정돈하려 하고 있다(박정자, 1987).

푸코는 권력의 실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억압과 배제라는 부

정적 개념 못지않게 교정, 규율, 훈련을 통한 신체의 정치적 유

순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개념이, 국가기구

와 경찰 등의 거시적 개념보다는 복합적이고 세세한 관계망을

통해 전술적·전략적으로 행사되는 미시적 권력개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권력이 특정 계급의 독점물이라거

나 그 속성은 어떠하다는 식의 분석보다는 지식과 과학의 정당

성을 빌어 전술, 전략적, 지역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박병진, 1988). 즉 권력은 제

도나 구조, 어떤 사람에게 부여된 일정한 힘, 획득되거나 탈취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여러 관계의 작용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억압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생산적

이며, 적극적인 힘으로(홍성민, 1991) 정의하고 있다.

크루거에게 있어서 권력은 푸코의 권력개념과 마찬가지로 국

가 원수에게만 집중되거나 특별한 기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은 곧 권력관계이고 지

배관계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나 권력관계가 있다.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권력은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장소에 산재하는 관계와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우리 일

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은 권력의 위치를 쟁취하기 위

한 권력투쟁의 장소로 볼 수 있다(한희진, 2003).

이처럼 권력은 폭력이나 부 이외의 탈중심적 수단까지도 포

함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 집단 및 국가적 수준에서 행사되는 억압과 복종으로, 미

시적 관점에서 전략, 전술에 의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새로

운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내는 양면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음 Fig. 1은 권력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궁극적으로 권력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2.2. 권력의 상징성과 젠더 구조

인간 사회에서 물질은 상징화되며, 이러한 상징은 사회적 관

습에 의한 자의성을 띠게 된다. 자의적 특성은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권력 행위는 사회에서 물질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상징성은 경제적·계급적 구조에만 권력 관계를 둔

구조주의 맑시즘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부르디외는 현대 사

회의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문화적 과정, 생산자, 제도자들의 역

할(즉, 매개체)을 강조하며, 사회적 구별의 현존하는 위계질서

로서 상징적 권력의 존재를 설명하였다.

상징적 체계의 특징은 내포(inclusion)와 배제(exclusion)의 근

본적인 논리에 근거한 분류체계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모든 우

리의 정신적 활동을 단단히 동여매는 원초적 분류로서 작동하

는 근본적인 이항 구별들-드문/흔한, 좋은/나쁜, 높은/낮은, 안/

Fig. 1. 권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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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남성/여성, 고상한/비속한-의 질서 있는 집합을 주조한다. 이러

한 이항 대립들은 모두가 공유하고 사회적 기원을 가지며, 사회적

삶에 있어서 권력 관계를 제고하는데 이용된다(박광민, 2000).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행동구조 속에 종속되어 있으

며, 가장 근본적인 권력개념을 제공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젠

더 차원에서의 권력행사이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

러 올라가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상징적인 권력 관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남성의 신체는 규범으로서 ‘진정한’, ‘측정

가능한 신체’를, 여성의 신체는 ‘이질적인 것’, ‘계산할 수 없

는 것’, ‘제자리를 완전히 찾지 못한 것’을 상징하였다. 또한

서구의 역사에서 남성의 신체가 표준으로 질서, 순수, 그리고

조화를 나타낸다면, 여성의 신체는 그와 다른 비정상적, 결함,

일탈, 불순함, 무능력, 불충분함(Braun, 2002) 등으로 평가받아

왔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 직업 등이 권력 관계

를 형성하게 되는 주요 요소로 작용되었으며, 결국 여성은 억

압받는 주변화 된 존재로서, 남성은 주체적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었다.

2.3. 전통적 권력의 추이

권력은 시대마다 출현하는 세력 집단들의 추이에 따라 변모

한다. 각 시기마다 출현하는 권력 집단은 이상적 남성성을 만

들어 내고,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여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함으

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확대

된 남성성은 남성의 몸과 패션에 미적 이미지로 표현된다(이민

선, 2003).

전통적인 남성 권력은 서양, 백인 남성, 상류 엘리트 계층으

로 형성되었으며, 20세기 전반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 실현

을 위해 권력 구조로부터 소외된 여성, 흑인, 제3세계,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 한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 왔다. 이에 권력으

로부터 소외된 비주류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여성 해방 운

동, 시민권리 운동, 반핵 운동 등 전통적인 권력 체계에 반항

하며,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권력을 상대로 한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서구 사회의 전통

적 가치 체계의 해체, 다원화, 정보화 경향은 억압적 힘으로써

의 절대적 권력 개념을 와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물

결 속에서 토플러는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폭력과 부가 아닌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폭력과

부를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 혹은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도 중

심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는 곧 남성 의복을 통

해 사회적 힘과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던 여성 이미지에도 다양

한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다양한 남성적 요소들의 특징과 의미

를 변질시키기에 이르렀다.

3.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시대적 흐름

본 장에서는 여성 패션에서 전통적 남성 권력의 영향과 그

러한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남성적 요소들을

고찰하였으며, 분석 시기로는 서양 봉건사회가 변질되고 상인

계급과 부르조아들에 의해 권력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한 l4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로 구분하였다.

 

3.1. 14세기~17세기

14세기는 유럽의 번영기로 베니스, 제노바, 바르셀로나와 마

르세이유등이 상업적 중심지로서 성장하였으며, 부르그스와 앤

트워프의 커다란 북부 무역항의 설립과 함께 봉건시대가 사라

지기 시작하였다. 왕실과 궁은 정치적 힘이 점점 더 중앙 집중

화되었으며, 상인 계급과 부르조아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귀족 계급들은 파워풀하고 부유한 계층의 성장으로 스스로

를 부유한 상인들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의복에서

의 차별화는 왕실 귀족 계급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는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귀족 계급 스타일의 복제는 부유

한 부르조아가 귀족 계급과 그들의 특권을 동일시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의복은 곧 부와 권력을 암시하였으며, 품

격있는 옷차림의 럭셔리한 새로운 룩이 유럽으로 퍼져 국제적

인 고딕 스타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더불어 남성들에게 다이아

몬드, 진주와 같은 귀중한 보석 치장은 신분의 표시(Ruth,

1995)가 되었으며, 당시 여성 패션을 주도한 고급 매춘부들은

이러한 보석 치장을 부와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5세기~17세기는 회화에서 여성 패션의 남성적 요소를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15세기는 왕실을 중심으로 고급 매춘부들이

성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프랑스 왕실의 고급 매춘부 아그네스

소렐(Agnes Sorel)이 첫 번째로 공인된 매춘부가 되었다. 그녀

는 남성의 다이아몬드를 빌려 여성적 스타일의 목걸이로 표현

함으로써 프랑스 왕 찰스 7세(Charles 7)의 눈을 매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아그네스 소렐의 모습은 장 푸켓(Jean

Fouquet)의 작품 Fig. 2로 남아 있으며, 이 작품에서는 헤드

드레스로 치장한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로 빗대어져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력을 가진 여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15세기에는 또한 글러브와 모자, 후드와 같은 남성적 요

소를 여성들이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남성 모자인 부르

렛(bourrelet)은 북부 유럽의 회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Ruth, 1995).

이처럼 당시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는 일찍이 고급 매

춘부를 통해 권력적 수단이자 매혹적인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은 남성 권력층을 대상으로 우아한 사교술과 외모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얻으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의복에서는 조

끼에 패드를 넣고 술 장식을 단 젊은 프랑스 남성 스타일을

추구하였으며, 남성의 셔츠와 브리치즈(breeches)를 즐겨 입었

다. 그리고 17세기에는 고급 매춘부들에 의한 남성적 요소의

도입이 부르조아 여성들에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3.2. 18세기

18세기는 신분 질서가 느슨해지고 왕의 전권이 부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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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민층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760년경부터는 영국을 선

두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귀족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그 세력이 약화된 반면, 상공업 자본가들인 부르조아들이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권력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관념이 절대주의적 관념에 승리함으로써 여성은

관념적으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승격하였으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현실적인 지위는 옛날과 다름없이 노예에

불과하였다(이기웅·박종만, 1986). 단지 여성은 가정에서 수

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상으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이는 당시

남성은 ‘문화’로, 여성은 ‘자연’과 동등(Arnold, 2001)하게 여

겨졌던 것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잘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까지는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주체였던 남성

들도 육체를 꾸미고 장식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궁정사회의 상

류층 남성들은 분을 뿌린 가발을 쓰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후에는 대신 여자들에게 보석과 모피로

치장하게 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조원규, 2001)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력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시각 속에서 여성들은 권력을 얻기 위

한 투쟁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방편으로 남성의 팬츠를 선택

하였다. 당시 팬츠는 육체적으로 열세한 여성들이 남성성을 의

미하는 남성의 의복을 빌려 착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권력을 획

득하게 되며, 또한 이것은 남성들의 의복 형태, 즉 남성의 바

지와 함께 따라오는 그의 힘을 심리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McDowell, 1992). Fig. 3은 가정에서 바지 쟁탈을 둘

러싼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삽화이다.

바지와 더불어 18세기말 급진적 여성들은 남성의 의복, 트리

플 칼라의 프록 코트, 리본의 헤어 타이, 평평한 힐의 슈즈, 두

개의 시계와 짧은 베스트를 착용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블

루와 바바리안 레드 프록 코트, 시폰 자보, 타이트하게 맞는 슬

리브, 블루 컬러의 벨트 등으로 귀족계급의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류 평등주의’를 외쳤던 여성 군대인 페르니히

여성들이 큰 스커트 팬츠와 오버셔츠로 구성된 밀리터리 유니

폼을 고안(Benaim, 2001)해 낸 바 있다.

이처럼 여성 패션에서의 남성복, 밀리터리 유니폼의 착용과

같은 혁명적 모습은 남녀간의 권력 관계에 의해 생긴 불평등의

원리를 분쇄시키고, 외양의 평등화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적 혁명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3.3. 19세기 

19세기로 전환하면서 남성적인 것을 ‘보편적이며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가 형성(조경식·박은주, 2001)되었으며,

남성의 아름다움(매력)은 곧 성취와 성공, 권력 등과 결부되었

다. 그리고 산업 혁명으로 부를 획득한 부르조아 계층이 권력

층으로 자리하면서, 남성은 경제적, 능동적인 영역으로, 여성은

가정적, 수동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가부장제라는 서구 사회

의 절대 권력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이에 19세기의 초기 페미

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에 대한 불평등을 인식하

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남성화 경향을 부르짖으며 ‘평등’에 대

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들의 바지

는 그들 자신의 유토피아, 시민권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

었던 여성들에게 혁명의 의상으로 간주되었다(Calefato, 2005).

19세기 초 남성 의복에서 테일코트는 나이, 권력, 계급의 장

엄함, 사회적 계급을 성문화(Benaim, 2001)하는 주요한 아이템

이 되었다. 또한 팬츠, 높이 올라간 하얀 셔츠의 깃은 육체적

인 노동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남성 상의의 어깨 부분을 안

쪽에서 강화했던 말총은 군인의 견장처럼 남성의 추상적인 강

인함을 가시화(조경식·박은주, 2001)하였다. 인체를 높고 크

게 확장했던 이러한 남성 의복들은 절대적이고 큰 힘을 의미하

는 숭고미로서 모든 점에 있어서 일체의 비교를 넘어선 권력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남성 권력에 대항하여 1832년 신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여

성’을 외치며, 플레이밍 펀치(flaming punch)와 샴페인을 마시

고 에페(epee)로 펜싱을 하며, 총을 쏘고 시가를 피우기도 하였

다. 그리고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의 집권기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상하고 무정형적인 남성복장-헐렁한 남성 외투, 남

성적 칼라, 크라바트, 지팡이-을 입고 다녔으며, 이브닝에서는

옐로 벨벳의 밀리터리 코트와 중국식 장식이 하나의 자랑거리

가 되었다. 이처럼 19세기 여성의 남성복 착용은 남성적 우월

성 속에 여성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여권론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들의 팬츠는

언더웨어로 전락하였으며, ‘난폭함’, ‘이상함’, ‘암사자’등으로

분류되었다(Benaim, 2001).

19세기는 또한 18세기에 이어 여성 패션에서 밀리터리 유니

폼이 무력에 의한 남성 권력을 대변하며 추상적인 권력 개념을

제공하였다. Fig. 4는 1860년 영국의 소총 여성 지원 대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유니폼 재킷, 팬츠, 스타킹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된 여성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연약한 전통적 여

성성과는 거리가 먼 독립적이고 파워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3.4. 20세기

20세기 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국가 간의 권력 다

툼의 전쟁이었으며, 전통적인 권력자로서의 남성 이미지는 혁

명적이고 절대적인 강자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권

력과 저항의 관계에서 복종을 의미하는 강한 권력 이미지 스타

일로 밀리터리 유니폼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블랙 오버코트, 부

츠, 바지 등은 절대적으로 권력과 초남성성에 관계(Quilleriet,

2004)하게 되었다.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는 예기치 않은 스타일로서 입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시킨다. 1933년 헐리웃 스타 마를린 디

트리히는 영화가 아닌 실제 거리에서도 매니시한 복장으로 출

현하였으며, 곧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으로 스커트로 다시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 모

자, 칼라, 타이는 착용하였다. 디트리히가 보여준 타이트하게 맞

는 재킷은 남성복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여성적 곡선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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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남성 의상은 더욱더 명백하게

“여성스러움”(Ruth, 1995)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

며, 여성복 스타일에서 느끼지 못한 성적 판타지를 보여주었다.

유행이론은 후기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블랙 가죽의상을 통

해 힘, 결정의 자유,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남성을 모방함으

로써 새로운 지위를 나타내고 공유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여

성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모피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 블랙 가죽

의상을 찾았기 때문(McDowell, 1992)이었다. 블랙 가죽이

1960년대 바이커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보호

의 특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모토 바이커를 타는 것은 곧

남성성을 어필하는 것으로서 파워를 상징한다. 블랙 가죽은 또

한 일찍이 무자비함의 상징이었으며, 게슈타포 기병과 파시스

트 당원들은 가죽을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즉, 권력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통해 대중들에게는 두려움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다

(Quilleriet, 2004).

현대 남성 권력을 대변하는 주요한 요소로는 무엇보다 클래

식한 테일러드 수트가 있으며, 여성들은 지위를 강조하는 방편

으로 이를 착용하였다.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성(性)성과 관

계(함연자, 2003)하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편리한 기능적 특성

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과 지위 향상을

가져오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테일러드 수트는 전통

적인 이미지를 벗고 파워 수트로 변모하였으며, 인체 규모의 과

장을 통해 강한 남성적 여성성을 강조하였다. Fig. 5는 ’84~

’85년 F/W 아르마니 작품으로 어깨 패드로 과장된 클래식 테

일러드 수트, 짧은 헤어스타일로써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트와

더불어 넥타이 역시 파워 룩을 위한 중요한 비언어적인 기호로

간주되고 있다(Kidwelll·Steele, 1989).

1980년대 중반에는 또한 여성들이 남성적인 룩을 연출할 때

좀 더 소프트하거나 중간 정도의 힐인 펌프스, 헴(Hem)이 있

는 스커트, 그리고 짙지 않은 메이크업 등이 제안(Kidwell·

Steele, 1989)되었는데, 이는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의 공존이

보다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20세기 중반 유행한 유니섹스 드레스는 젠더 차이를

위장하고 남녀 모두가 동등하다는 개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유니섹스가 무성의 의복에 몸을 가리는 것을 추구한 반면, 앤

드로지니는 하나의 몸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통합하

는 것이었다. 1920년 이후 앤드로지니는 여성들의 독립추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의 바디에 남성적 권력을 새기기 위한 욕

구를 의미하는 젠더적 차원의 출현이었다(Arnold, 2001). 20세

기 중반은 또한 여성 해방운동, 제 3세계, 사회적 약자들의 출

연과 더불어 절대 권력, 전통적 남성성에 반하는 비전통적 남

성성이 형성되었다. 이는 곧 권력이 탈중심화되는 상황(이민선,

2003)을 의미하며, 남성 패션에도 성적 경계가 무너지고 전통

적 권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비전통적 남성성은 20세기 말 댄디즘과 호모 섹슈얼과 같은

남녀 양성성에 대한 현대적 숭배사상, 즉 모호한 것, 막연한 것

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권의 신장과 동성애자는 특히 남성성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젊음’이

라는 코드는 남녀 양성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 코드 아래 남성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패션

의 새로운 현상들에 더욱더 개방적이 되며, 한때는 여성적인 것

으로 여겨졌던 나르시시즘이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득재, 1999).

이처럼 새로운 남성상의 등장과 전통적 권력에 대한 인식변

화는 여성 패션에서도 남성적 요소에 대한 변화와 수정을 야기

시켰으며, 더불어 절대적, 이성적, 억압적이라는 기존의 권력이

가진 의미에서도 변화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권력은 엄격

하고 무거우며,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또다른 의미와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여성 패션에 나타난 남성적 요소의 특징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 여성 패션에서의 남성적 요

소의 특성을 토대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패션에서의 특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4.1. 규모의 과장

             

Fig. 2. 15세기 고급 매춘부 

아그네스 소렐(The corset, 7).

Fig. 3. 18세기 삽화 (Pants, 29). Fig. 4. 19세기 밀리터리 

유니폼(Pants, 47).

Fig. 5. 20세기 파워 수트

(A century of fashion,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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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에서 규모는 인체를 근간으로 한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

하며, 규모의 변화를 통해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고와

관념이 반영된다. 과장은 시각적으로 충격과 호기심을 유도하

며, 디자이너가 의도한 바를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과장은 1980년대 이미 어깨에

두꺼운 패드를 넣고 남성의 옷을 입은 듯 한 몸을 과장하는

의복을 통해 독립적이고 파워풀한 이미지로 표현된 바 있다. 남

성과 달리 신체적으로 왜소한 여성들은 인위적인 확장과 첨가

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위상을 회복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여성 패션에서는 의복의 형식과 기능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겹쳐 입기와 규모의 과장으로 절대적인 파워와 위용을 드러낸

다. 이는 남성과 함께 여성 또한 사회적 중심으로서 그리고 진

정한 권력 주체로서의 능력을 과시한다.

Fig. 6은 남성적 요소로서 테일러드 재킷을 여러 겹 겹쳐 착

용하여 규모를 양적으로 과장한 ’03~’04 F/W 빅토르 앤드 롤

프(Victor & Rolf)의 작품으로 추상적 권력 이미지를 여성의

몸에 상징적으로 내면화한 것이다. 

일찍이 숭고하고 엘리트적인 이미지의 모태가 되고 있는 오

뜨 꾸띄르 패션은 사치를 칭송하고 경박한 세련미를 찬양하는

새로운 논리의 권력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Fig. 7은 ’04~’05

F/W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오뜨 꾸띄르 작품으로 테

일러드 칼라를 초극대화하고 직선적이고 강렬한 메이크업을 통

해서 파워풀한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과장으로 인해 인체가

의복에 압도당함으로써 숭고한 이미지를 넘어서 유희적인 특성

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확대·과장된 스타일은 과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 이미지를 넘어선 초여성적 이미지를 나타

내고 있으며, 절대적 숭고함과 함께 유희적 특성을 동반하고 있다.

 

4.2. 탈형식적 구조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반발, 절대

관념의 부정, 탈중심화 현상은 전통적인 권력 관계에 대한 인

식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남성적 요소를 도입해 왔던 여

성 패션에서도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스타일의 파괴와 재구성

을 통한 탈형식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구조 변화는 절대적·과시적

권력을 조롱하듯 불완전함, 훼손, 삭제, 구성 형식의 변형 등으

로 전통적 권력 개념에서 비롯된 미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성복 입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의 메이

킹(making)과 웨어링(wearing)으로 나타난다. Fig. 8은 ’04 S/S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작품으로 전형적인 남성

아이템으로서 테일러드 재킷의 앞부분을 비정상적으로 양분하

고 소매를 제거한 불완전한 의복 형태를 띠고 있다. Fig. 9 역

시 전통적 팬츠의 구성방식을 해체하고 난해한 헤어스타일과

경박한 메이크업으로 권력 이미지를 전복시킨다. Fig. 10은 ’01

-’02 F/W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전형적

Table 1.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특성

시대 남성 이미지 남성적 요소 내적 의미

14세기

-17세기

부르조아적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 글러브, 모자, 후드, 브루렛, 조끼에 패드, 술장식, 남성의 

셔츠와 브리치즈 등

자유, 독립, 평등, 완전성,

이성적, 근원적 소외 해소,

이상미, 심리적 쾌감, 사회

적 친화 및 성공

18세기 부르조아적 크라바트, 팬츠, 트리플 칼라의 프록 코트, 리본의 헤어 타이, 평평한 힐의 슈즈, 시계와 

짧은 베스트, 프록 코트, 시폰 자보, 벨트, 귀족 계급 의상, 밀리터리 유니폼 등

19세기 부르조아적 팬츠, 수트, 남성 외투, 남성적 칼라(collar), 지팡이, 밀리터리 코트 등

20세기 고전적, 보수적, 초

남성적, 탈남성적

오버 코트, 부츠, 팬츠, 오버사이즈 셔츠, 펠트 중절모, 테일러드 수트, 넥타이, 밀리터리 

유니폼, 블랙 가죽 재킷,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짧은 헤어, 중성적?비여성적 스

타일 등

     

Fig. 6. ’03-’04 F/W Victor 

& Rolf(Mode et mode).

Fig. 7. ’04-’05 F/W 

Christian Dior(Collezioni).

Fig. 8. ’04 S/S Martin

Margiela (Gap press).

Fig. 9. ’06 S/S Martin

Margiela (Collections).

Fig. 10. ’01-’02 F/W Jean-aul

Gaultier(Mode e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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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킷을 이분하여 여성 스커트의 이미지로 용도 변경함으

로써 과거 보편적·전통적 남성의 상징적 권력을 부정한다.

이처럼 남성 권력을 대변해왔던 요소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

고 해체·재구성되고 있으며,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남성 권력

이미지의 총체적인 질서와 권력의 수직적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4.3. 부조화적 꼴라쥬

꼴라쥬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형태와 의

미를 창출하게 한다. 또한 서로 관계가 없는 요소들을 무작위

로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식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맥락을 보여준다.

입체주의 예술형식에서 비롯되어 회화의 한 기법으로 발전

된 꼴라쥬는 패션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현 시대

의 관점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 권력과 비권력을

의미하는 패션 요소들이 우연하게 결합되면서 하나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부정되고, 부조화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이미지와 시대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Fig. 11은 ’00~’01 F/W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으로써 남성

권력을 상징하는 회색의 중절모와 패셔너블한 핸드백이 말의

귀와 꼬리 이미지로 꼴라쥬화되고, 안경과 우스꽝스러운 메이

크업이 부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

권력 주체로서 남성성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성 모두를 부정

함으로써 성적 해방감을 표현하고 있다. Fig. 12는 ’04~’05 F/

W 반데보스트(AF Vandevorst)의 작품으로 견장이 달린 유니폼

위에 테일러드 재킷의 일부를 중첩함으로써 기능성을 파괴하고

장식화하고 있다. 또한 짧은 헤어와 모호한 얼굴 장식은 전통

적 권력 주체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남성 권력적 요소들의 부조화적 꼴라쥬 현상은 과시

적 권력의 틀을 벗고, 시대의 다양한 가치, 욕구, 미의식 등을

반영한다.

4.4. 변화적 차용

패션에서 전통적 요소들은 현대에 맞게 변용되거나 혹은 현

대적 요소들과 함께 결합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식구조를 표출해 낸다. 전통적 스타일의 차용은 포스트모더

니즘과 맞물려 현대 패션에서 복고적 경향을 나타내는 표현방

법이며, 이미 재현된 기호들을 새롭게 차용하여 지난 시대에 대

한 특정 분위기, 가치, 사건,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환기시킨다.

대표적인 권력 이미지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남성 테일러드

수트 역시 현대 여성 패션에서 기존의 스타일을 차용하되 절대

적인 재현을 넘어 실루엣, 아이템 등에 있어 여성적인 아우라

를 보여줌으로써 그 표현이 유연화되고 있다. 이것은 곧 남성

적 요소의 변화적인 차용이 절대적인 추상적 권력의 내면화보

다 여성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와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Fig. 13은 ’00~’01 F/W 장 폴 골티에의 작품으로 남성의

중절모, 넥타이, 숄 형식의 변형된 테일러드 재킷, 그리고 곡선

미를 드러낸 가죽 바지를 토털룩으로 연출함으로써 남성적 요

소들을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Fig. 14는 ’05 S/S 랑

방(Lanvin)의 작품으로 장식미를 배제하고 여성적 곡선미를 살

린 테일러드 수트와 무릎을 드러내는 스커트, 자연스럽게 풀어

헤친 헤어스타일이 전통적 남성미와 현대적인 여성미를 융합한

것으로 양성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

5.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의미

본 장에서는 세기를 거듭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여성 패션에

서 남성적 요소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서 크게 4가지로 분류

하여 정리하였다.

5.1. 주체성

여성 패션은 권력 의지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남성 패션의

끊임없는 모방을 통해 변해왔다. 일찍이 가부장적 개념에서 여

성은 남성적 시각에 의해 열등한 존재, 비주체적 존재로 여겨

졌으나, 끊임없는 남성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여성 자신들

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진전시켜 왔다. 투쟁의 역

사는 최근 여러 담론에서 여성을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

로서 인정하고, 성적 불평등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성적 평등의

사회를 구현으로 이어졌으며, 걸파워, 파워 페미니즘이라는 새

       

Fig. 11. ’00-’01 F/W Christian 

Dior (Extreme Beauty, 103).

Fig. 12. AF ’04-’05 F/W

Vandevorst(Collections).

Fig. 13. ’00-’01 F/W Jean 

Paul Gaultier(Book Moda).

Fig. 14. ’05 S/S Lanv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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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신조어들 역시 남성 권력에 반대하며, 개인주의를 중시하

고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독립

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인 섹슈얼리티, 분노, 권력, 남성적 힘

을 지닌 이미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여

성 패션에서의 성적 평등 뿐 아니라 여성 자신이 직접 사회적

주체자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미지로 그려지기까지 하였다.

Fig. 15는 영화 ‘폭로’에서 권력을 가진 직장 상사 역의 데미

무어(Demi Moore)로 비즈니스 수트에 하이힐, 액세서리로 치

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 중심이 된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 패션에서 전통적 권력 지향의 남성적 요소들은 권력 구

조에 대한 대항과 여성 주체자로서의 이미지로 전통적 형식미

를 탈피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권력의 추상성을

재해석하고 미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

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남성과 동일한 주체적 존재로서 힘을

과시하며, 이를통해 절대적, 독립적, 적극적인 사회 주체임을 드

러내고, 성취감, 만족감, 카타르시스 등을 제공받는다.

5.2. 이상성

현대 여성에게서 아름다움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

해 여러 심리학자들은 양성성에 주목한 바 있다. 심리학자 칼

융(C.G.Jung)은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인간 본질이 양성적 존

재로서 단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며, 여성적

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 속에 남성적인 영혼 아니무스

(animus)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남녀의 심리

연구에서도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가진 여성이 독립

적, 주체적, 긍정적, 이상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상황은 이성, 공격성, 힘, 권

력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등으

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

한 인간의 이상형을 나타낸다(김윤경·이경희, 2002). 일례로

1930년대 헐리웃 글래머 아이콘인 마를린 디트리히(Fig. 16)의

남성 테일러드 의상과 중절모, 가는 눈썹 이미지는 남성들에게

묘한 성적 판타지와 매력을 전달하며, 유행 이미지로 널리 전

파되었다.

이처럼 남성적 요소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부가시키는 방

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존재의 완전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

고 오늘날 패션에서는 여성 본연의 성적 매력과 함께 전통적인

남성복을 형식적으로 와해시킴으로써 여성성에 대해 보다 긍정

적이며, 남성성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5.3. 유희적 기호

진지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억압에서의 해방

을 추구하는 유희는 그 자체가 즐거운 어떤 것으로 현대 사회

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패션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남녀의 지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희적인 갱신

과 변화의 즐거움, 새로움의 기호와 미적 개성을 드러내려는 목

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은 숭고함, 엄숙함으로 대변되던 전통적

인 남성 이미지에서 남성성에 대한 코드의 불확정성을 나타내

며, 여성복에서의 유희적 차용을 통해 일상적인 외양의 단조로

움을 피하고 새로움을 추구한다.

유희와 권력은 서로 다른 맥락에 있으며, 이 두 요소가 결합

되어졌을 때 복식은 난해해지고 그 의미 또한 아이러니컬해진

다. Fig. 17은 ’98 S/S, W.&L.T.의 작품으로 비대칭 재킷과

도구로 연장 된 다리를 바지로 위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 온

난화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에 대항하기 위한 마스크, 돔 건축

을 연상시키는 과장된 헤어스타일 등이 남성적 요소를 통해 보

여 지는 권력적 이미지를 왜곡하고 아이러니하게 표현되었다.

이처럼 유희는 모든 권위와 권력에 대한 파괴이자 고전적인

획일성에 대한 거부로서 고전적 여성성을 거부하고 권력 주체

로서 남성성을 왜곡함으로써 여성의 심리적 해방감을 나타낸다.

더불어 여성 패션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새로운 쾌락과

담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Fig. 15. ‘폭로’의 데미 무어

(http://www.naver.com).

Fig. 16. 마를린 디트리히

(A century of fashion, 105).

Fig. 17. W. &L.T.(Belgian Fashion

Design, 140).

Fig. 18.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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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탈중심적 남성성

남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관념 체계의 변화와 아울러 모더

니즘 이후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는 남녀 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전통적인 수직적 체계를 벗어나 수평

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주체로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남성

역시 그 획일성에서 벗어나 분열된 주체로서 모호해지고 있다.

호모섹슈얼, 연약한 남성, 부드러운 남성, 수동적인 남성이 중

심으로 부상하고, 규범성, 통일성, 보편성, 객관성, 이성, 질서

와 같은 전통적 권력의 남성 이미지는 탈중심화 되어 가고 있

다. 이것은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통적 남성 이미

지를 중성화시키고, 여성이 가진 부드러움, 수동성, 유순함으로

대체시켰다. 남성의 몸은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

힌 것이 아니며, 남근은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일

뿐인 것이다(이민선, 2001). 이같은 현상들은 남성성을 모방함

으로써 권력을 내면화하고자 했던 여성패션에서의 변화도 초래

하였다. Fig. 18은 ’02 S/S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남

성적 파워를 상징했던 어깨 이미지가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 원

래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절대적,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전통적

권력 체계를 벗고 새로운 감성적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탈중심적 남성성은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가 가

진 전통적 권력 이미지를 붕괴·해체하고 억압적 형태미의 지

양으로 나타난다.

6. 결 론

가부장적 사회를 통해 권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해 온 남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학문과 경제, 정치 분야에서 지도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적인 보수성과 고전성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한편에서는 남성성의 완

벽함, 고전미, 전통미와 관계하는 권력의 새로운 시각적 전환을

보여주며, 지배와 종속의 억압적인 힘이 아닌 개성과 열린 사

고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힘으로 권력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일찍이 권력의 주변부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적 요소를 통해 권력을 몸에 새겨 왔으며, 이는 또한 변화

하는 남성성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방식을 차용하고, 무제한적인

권력의 기호들을 지배와 사회적 차이가 아닌 외양의 평등화, 독

립화, 개성화로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전

통적 권력과 또한 이러한 전통적 권력의 인식 변화를 통해 나

타난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특징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세기~17세기 여성패션에서의 권력 모방은 다이아몬드, 진

주 등의 보석, 글러브, 모자, 후드, 브루렛, 조끼에 패드, 술 장

식, 남성의 셔츠와 브리치즈 등이며, 18세기는 크라바트, 팬츠,

트리플 칼라의 프록 코트, 리본의 헤어 타이, 평평한 힐의 슈

즈, 시계와 짧은 베스트, 프록 코트, 시폰 자보, 벨트, 귀족 계

급 의상, 밀리터리 유니폼 등으로 나타났다. 19세기는 팬츠, 수

트, 남성 외투, 남성적 칼라(collar), 지팡이, 밀리터리 코트 등

이 주를 이루었으며, 20세기는 오버 코트, 부츠, 팬츠, 오버사

이즈 셔츠, 펠트 중절모, 테일러드 수트, 넥타이, 밀리터리 유

니폼, 블랙 가죽 재킷,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짧은 헤

어, 중성적·비여성적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여성패션에 나타난 남성적 요소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과장은 과거 남성 권력을 새긴 어깨 강조와 달

리 의복의 형식과 기능성을 벗어나 인위적인 확장과 첨가를 통

해 보다 파워풀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나타났다.

둘째, 탈형식적 구조는 전통적인 남성복 입기를 거부하고 새

로운 방식의 메이킹과 웨어링을 통해 전통적 남성 권력 이미지

를 전복시킨다.

셋째, 부조화적 꼴라쥬는 권력과 비권력적 요소들이 뒤섞이

면서 하나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부정되고, 부조화 속

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식을 보여 주었다.

넷째, 변화적 차용은 기존의 스타일을 차용하되 절대적인 남

성적 요소의 재현을 넘어 실루엣, 아이템 등에 있어 여성적인

아우라를 보여줌으로써 그 표현이 유연화 되었다.

다음은 여성 패션에서 남성적 요소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

서 분류·정리한 것이다.

첫째, 여성은 절대적, 독립적, 적극적인 사회 주체적 존재로

서 힘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 만족감, 카타르시스를 얻

는다.

둘째, 남성적 요소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부가시키는 방법

이 되며, 이를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 되어 존재의 완전

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며,

남성성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셋째, 숭고함, 엄숙함으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권력자로서의

남성 이미지가 여성패션에서는 유희적 차용을 통해 일상적인

외양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새로운 쾌락과 담화를 만들어 낸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 남성이미지를 중성화시키고,

여성이 가진 부드러움, 수동성, 유순함, 감성과 무의식적 표현

으로 전통적 권력 이미지를 붕괴하고 해체함으로써 탈중심적

남성성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권력은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안과 자

신감, 외부 세계와의 단절감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

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 패션에서

는 과거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던 혁명에서부터 다변화된 현

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창조적이고 생산적

이며 적극적인 힘의 원천으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새로

운 미적 형식미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매개체로서 패션 디자

이너들에게도 중요한 영감의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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