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니me Culture 
제 15권제2호 （2007. 4）, pp.232〜251

40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본 19세기 패션에 표현된 성 

- 19세기 중 • 후반 남녀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을 중심으로 -

최 경 희*

수원대 학교 디 자인대 학 패 션디 자인과

Sexuality Expressed in the 19C Fashion in 
Foucauldian Post-Structural Perspective 

-Focusing on Femininity and Masculinity Represented 
in the Mainstream Fashion and Anti-Fashion 

in the Middle and Latter of the Nineteenth Century -

Kyung-Hee Choi+
Dept, of Fashion Design, Suwon University 

（2006. 11. 15. 접수 : 2007. 3. 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exuality expressed in fashion in a discursive view and reinterpret 
sexuality represented in fashion in the 19th century in Foucauldian post-structural perspective. As for methodology, 
at first the conception of sexuality was examined from structural feminism to post-structural pluralism by a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ed in relation with the matters of body and fashion on the basis of Foucault's discourse. Then, 
sexuality represented in the 19C fashion as a case study was re-estimated in terms of power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oppositional discourses and mainstream fashion and anti-fashion as well. The conception of sexuality 
in Foucauldian post-structuralism maintains the view of plural sexuality, which floats by discourse and power 
produced 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In the Foucauldian perspective sexuality expressed in the mainstream 
fashion and anti-fash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shows the following aspects. The mainstream fashion in the 
mid시e and latter of the 19C made the clear sexual difference in dress of plain and functional male suit and 
extravagant and decorative female dress on the center of bourgeois masculinity in the context of modernity and 
capitalism. Although anti-fashion was also co-existed with the mainstream fashion, it was criticized by the Victorian 
people. It codifies sexual ideology of the binary opposition of male domination and female subordination. Therefore, 
the traditional sexual ideology in the 19C is a capitalist value, which gives a priority to bourgeois man's profits, 
and the Victorian discourses of sexuality constructs the clear sexual difference in dress in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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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패션에 표현된 성은 역사적으로 중세 서구 기독 

교적 교의로부터 여성과 패션을 결합시키는 관습으 

로 나타났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복식 상의 분 

명 한 성차가 나타난 이 래 현대 에도 여전히 일상생활 

에서 여성 패션과 남성 패션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 사회와 모더니 

즘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인 성 

에 대 한 사고는 20세 기 후반 후기자본주의 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현상과 관련하여 다원적 시각으로 전 

환할 것을 요구한다.

Foucault。는 성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 

이 유동하므로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인 특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권력 

과 지식 체계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성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 

는 다양한 성 담론을 통해 정 의될 필요가 있으며, 패 

션은 이러한 성을 형상화하는 일종의 상징체계로서 

갈수록 모순적이고 다원화된 성 정체성의 표현과 실 

천적 장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 표현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복식 상 성차가 시작된 19세기 중 • 후반의 역사적 시 

기와 관련한 맥락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Foucault 
는 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내 지배 담론은 지속적 

으로 저항 담론과의 관계에 의해 새로운 의미 창출이 

가능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패션에서 주류 패션과 반 

패션의 역동적 관계와 관련된다. 이 점에서 성을 단 

순히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파 

악하기 보다는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지배와 저항 

적 권력 관계가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패션에 표현된 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 

로 성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여성성 혹은 남성성 

의 어느 한 쪽의 측면만을 다루거나 양 성을 모두 다 

루는 경우에도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권력에 대한 

사고의 결여로 성에 관한 맥락적 사고와 담론의 문제 

가 패션과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을 특수한 역사적 맥 락에 따라 변 

화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권력의 문제 로 파악 

한 Foucault의 사고를 토대로,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 

과 남성성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성들과 남성성들 간 

의 관계의 차원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연구로 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서 성 개념을 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시각과 후 

기구조주의의 측면에서 살펴 본 후, 주로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을 몸과 패션에 적용해 봄으 

로써 패션에 표현된 성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사 

례 연구로서 19세기 중 ■ 후반 패션에 성차가 나타나 

기 시작한 역사적 시기에 남녀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을 Foucault의 시각에서 재평가해 봄으로써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담론과 권력의 차원에 

서 패션에 표현된 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Foucaut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의 다원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중 •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함으로써 패션에 표 

현된 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성을 규정 

하는 지배와 저항의 다양한 담론들과 이들이 몸과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을 고려해 보고, 19세기 

중 • 후반의 주류 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변화과정 

을 통해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성 이데올로기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n. 성의 개념

성과 관련한 개념에는 성차｛sex), 성별(gender) 그 

리고 성(sexuality)이 있다2 Oakley'에 따르면,，성차 

(sex)，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성기에 

1) Michel Foucault, 性의 歷史: 제 1권 앎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 나남출판, 1997).
2) 본 고에서，성，은 'sexu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연관된 개념으로와，gender，는 각각，성차'와 

'성별，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섹슈얼리티'라는 명명은 미시적 차원의 성의 

의미로，성적 욕망'을 지칭한다.

3) Ann Oakley, Sex, Gender and Society, Joanne Entwistle, The Fashioned Body, (Cambridge: Polity, 2000), pp. 
142니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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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가시적인 차이이며 생식의 기능과 관련된 

차이를 언급하는 반면, '성별(gender)，은 문화의 문제 

로 이는 '남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것에 대한 사 

회적 구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 

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 후기구조 

주의적 측면에서는 Foucault의 성에 대한 사고를 중 

심으로 성을 다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후기구조주 

의의 다원적 성(sexuality)은 성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성적인 것의 전체") 

를 의미하며, 인간의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역까지도 포괄한다. 다음에서는 이러 

한 두 가지 측면의 성 개념을 비교 • 고찰함으로써 

본 고의 주된 이론적 축인 후기구조주의의 다원적 

성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성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은 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주로 성별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중심으로 남 

성 우월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발전시킨 

다. 즉, 전통적으로 성차는 성별에 대한 문화적 기대 

들이 놓인 하나의 안정된 생물학적 표식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짓 

지만, 문화의 산물인 남성성(masculinity)，과，여성성 

(femininity)，의 특질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과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문화적 특징 간에 어떠한 

자연적인 연결 관계도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 

조주의적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도전하기 

위해 성차와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 

의 구분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이라 간주하며, 이로 

부터 성차와 성별의 관계의 자의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남성 우월적 관계의 성별 양상은 다양한 

문화적 매커니즘을 통해 드러난다. Kaiser4 5) 6 7 8 는 대중 

문화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행동하기(doing)，와，존재하기(being)，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르면, 서구 문화는 남성을 적대적 

권력을 위해 성취와 신체적 효율성을 강조하도록 사 

회화시키는 반면, 여성에게는 쾌락적이고 간접적인 

근원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외모와 신체적 매력을 요구한다. 또한 “남성은 행동 

하고 여성은 보여진다”는 남녀 간에 존재하는 상황 

에 대한 Berge#의 유명한 공식에 따르면, 서구 유럽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불균 

형이 존재하는데 능동적이고 이성을 관찰하는 것이 

남성의 역할인 반면, 수동적이며 이성에 의해 응시 

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다. 이를 페미니즘 영화 

이론에 도입시킨 Mulvey"는 영화에서 이미지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나, 청중으로서의 여성 

은 남성 관객의 위치에 있다는 여성의 남성화된 응 

시를 제안한다. 여기서 응시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항상 몸과 외모로 축소되며 섹슈얼리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쾌락적 측면의 여성성을 의미한다.

4) 여기서 성(sexuality)은 성적 욕망이나 심리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 

적 요소들까지 포함하며, 때로는 여성, 남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기도 한다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性의 역사를 중심으로.'' 捞한철학 Vol. 31 (2003), p. 183.
5)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ition revis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7), p. 89.
6) J아m Berger, Ways of Seeing, Malcolm Barnard, Op. cit、p. 113 에 서 재 인 용.

7)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Efrat Tseelon, The Masque of Femininity: The Pre
sentation of Ionian in Everyday Life,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5), p. 67에 서 

재인용.

8) Davidoff and Catherine Hall, Family Fortunes: Men and Women of the English Middle Class 1780-1850, Stuart 
Hall (ed), Op. cit., pp. 298-300에서 재인용.

사실상 이러한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이 

분법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 

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화된 성별 구성은 특 

히 몸과 외모와 관련하여 19세기 이후에 확연히 드 

러난다. Davidoff and Hall Leonore"은 1780년에서 

1850년 사이 영국 중산층의 형성을 노동자층과 귀족 

의 대조, 그리고 중산층 문화에서의 남녀 성차의 강 

화를 통해 정의되는 방식을 통해 3가지 차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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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첫째, 중산층 노동의 전문화로 인한 지식과 

기술의 숙련은 남성다움을 특징짓는 실천 및 상징적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기독교적 교의의 실천 및 의 

례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관념의 발전은 도덕적 성실 

과 사랑, 약자에의 도움과 같은 윤리의식을 지닌 기 

독교적 인성을 남성성으로 위장한다. 이는 Fliigel이 

언급한 '남성의 대 포기（The great masculine renunci- 

ation），를 이끌어 중산층 남성 복식의 검소함과 결합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식 코드는 중산층과 귀족, 그 

리고 남성과 여성의 외모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만 

든다. 셋째,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과 함께 가정 이라 

는 공간은 보다 큰 국가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공동 

체의 장소이자 사적 공간이 되면서, 남성은 공적 영 

역으로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19세기 이후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적 

사람으로 인식되어 점차 엄격한 외모로 제한되었던 

반면, 여성의 관심은 몸과 외모로 남성과 대조를 이 

루게 된다. 이로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는 남 

성성을 '지배'의 위치로, 여성성을 '종속'의 위치로 

상정해 가부장제에 기초한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성별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코드화는 남 

성성과 여성성을 문화/자연, 정신/몸, 행동하기/존재 

하기, 모험/사랑, 관음적 응시자/물신적 욕망의 대상, 

성취와 전문성/몸과 패션, 공적 영역/사적 영역 등의 

인위적 대비로 나타난다. 이는 외적으로는 신체적 

효율성과 엄격한 외모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나타나며 권력에 있어서는 적대적 권력/쾌락적 권력 

으로 나타나, 결국 '우월한 남성'과 '열등한 여성'의 

구도 속에서，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권력 

관계가 합법화된다（표 1）.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조주의적 페미니 

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해부학적 

차이로 환원시킨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근 

거로 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성차와 성 

별의 자의적 연결 관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주

〈표 1>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코드화

남성성 여성성

문화 자연

정신 몸

행동하기 존재하기

모험 사랑

관음적 응시자 물신적 욕망의 대상

성취와 전문성 몸과 패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신체적 효율성과 수수한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 외모

적대적（호전적이고 적극 쾌락적（간접적이고 매력

적인） 권력 적인） 권력

우월성 열등성

지배적 남성 종속적 여성

의적 입장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 

어난 사회 내에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남성성과 여 

성성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하지 못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에서도 맥락 

적 측면을 간과해 다원적이고 복잡한 정체성의 가능 

성을 무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Foucault의 성에 대 

한 사고를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은 

다원적 성에 관한 유용한 관점을 보유한다.

2.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성

Butl"°）를 포함한 많은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구 

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성차와 성별의 구분에 대해 회 

의적인더】, 이는 성차가 성별 외에도 섹슈얼리티와 

불가피하게 융합되어 있는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Butler는 서구 담론에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 

에 관한 우리의 관념, 즉 성차와 성별에 관한 우리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이성애（heterosexuality）를 언급하 

기 위해 적용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식적 이해로 

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즉, Butler에게 성은 성차, 

성별, 그리고 욕망의 통일체로, 그가 언급한 '강제적 

-235

9） 구조주의적 시각에서는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하다는 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 

성 혹은 남성 개개인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즉, 여성 범주와 남성 범주들을 가정하면서 성, 계급, 

인종, 세대 등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세부적인 여성들의 개별 정체 

성마저도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형성되고 또 해체된다（조현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2001, p. 179）.
10）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199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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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에서의 욕망과 성별은 서로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성별 체계는 자연화 

된다. 이에 Bristow”〉는 성이 규범적 이성애의 맥락 

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증가하는 빅토리안 선입관을 

따라 발전하면서 성에 관한 지식의 본체로서 성 과 

학과 병리학적 성적 욕망의 유형학을 야기했음을 지 

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애적 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동성애와 양성애와 같은 성애의 기호는 비정상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성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시작은 Foucault의「성 

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y」로부터 연원한다. 

Foucault에게 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유동하는 

가변적인 주제이다. 그에게 성은 시간과 장소를 초 

월하는 하나의 자연적 힘이나 본질이 아니라, 오히 

려 성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산되어 온 권력/지식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Foucault에게 성은 억압이 아니라 성을 담론화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특별한 종류의 성적 주체 

와 성적 실천을 생산해내는 성에 대한 우리의 문화 

적 태도의 산물인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자인 Foucault는 이처럼 소위，담론 

(discourse)，이라는 것을 통한 지식의 생산을 주장한 

다. 여기에서 담론은 '특정 순간, 특정 주제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일련의 진술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Foucault는 

성에 관한 담론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2).

① 특정 지식이 되는 성에 대한 진술

②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 성에 대해 말해지고 생 

각되는 방식을 지배하는 규칙

③ 성 담론을 체화하는 주체

④ 성에 관한 지식이 권위를 획득해 진리가 되는 

방식

⑤ 주체를 다루는 제도 내의 실천

⑥ 다른 담론 혹은 인식론(epistemeg] 이후 역사 

적 순간에 나타나 현존하는 것을 대체하고 새 

로운 담론적 구조를 열어갈 것이라는 인식

여기에서 담론은 성을 정의하고 생산할 뿐 아니 

라, 제도를 통해 나타난 주체(subject)'”의 실천과 행 

동을 규제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 담론에 있어서 성 자체의 의미보다는 권력 관계 

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며, 담론은 역사적 특수성 

을 지니게 된다.

Foucault는 19세기 근대사회 이후 권력과 지식의 

연계 속에서 성 담론이 확산되는 사회를 묘사하면서, 

남성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사회제도의 체제를 통제 

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19세기의 성 담 

론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권력의 장치는 오히려 성에 

대한 발언을 무성하게 진행시켜 공적 담론화로 이행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는데, 그는 이를 '담론에 

의 선동'이라고 언급한다.

''본질적인 것은 권력행사의 장에서 일어난, 성에 

관한 담론들의 증가, 성에 대해 말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선동, 그리고 권력 자체로 하여금 말하게 만 

들려는 권력 기관들의 집요함이다. 18세기 이래, 성 

은 일종의 일반화 된 담론의 격발을 끊임없이 야기 

시켜 왔다. 그리고 성에 관한 담론들은 그것이 행사 

되고 있던 바로 거기에서 권력행사의 수단으로서 증 

가한다.叫

18세 기 이 래 폭발적으로 팽창한 성에 관한 담론들 

은 어린이의 성 문제, 여자의 성적 히스테리 문제, 산 

아 제한과 관련된 인구 문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러한 지배적인 담론들은 이성애를 합법화된 규범으 

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다른 유형의 성애는 일탈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합법화된 이성애를 토대 

로 한 이러한 19세기의 지배 담론들은 사실상 노동력 

강화의 측면을 지닌 부르주아의 이익이나 윤리의 산 

물이었다. 또한 19세기의 성의 담론은 점차 남성적인 

권력/지식의 관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남성의 여성 

지배와 항상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세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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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oseph Bristow, 섹슈얼리티, 이연정, 공선희 역 (서울: 한나래, 2000), pp. 284-286.
12) Stuart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7), pp. 44-46.
13) 주체에 관해 Foucault는 담론이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담론적 통치체계에 속하는 주체를 생산하므로, 주 

체는 담론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 Michel Foucault, Op. cit., 이규현 역, pp.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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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담론들은 이성애적이며 남성중심적인 것이 

었고, 부르주아의 권익을 우선시한 자본주의적 시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성은 사회질 

서를 규제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조직화된 수단이며 권력은 지식과 결탁하여 우리의 

몸을 순응적인 형태로 만들고, 이로부터 특수한 역사 

적 시기의 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말기의 Foucault는 권력은 그것이 행사되 

는 순간 저항을 낳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주체들의，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는 개인이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역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그가 언급한 '담론의 전술적 다가성'은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결과일 뿐 아니라, 방해하 

는 것, 장애물, 저항점 그리고 정반대되는 전략을 위 

한 출발점이 되는 방식을 나타낸다版. 따라서 Foucault 

에게 권력관계란, 서로 얽혀 새로운 양식의 문화와 

주체성을 낳을 뿐 아니라 잠재된 저항의 가능성에도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즉, 권력은 역의 담론이라는 

개념이 나타내듯 복잡하며 다가적인 조건에 놓여있 

는 것이다.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동시에 결과일 뿐만 아 

니라, 장애물, 제동장치, 저항점, 그리고 정반대되는 

전략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과정임을 인정해야 한다. 담론은 권력을 운반하고 

산출하며 그것을 강화하지만, 또한 서서히 침식하고 

노출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가로막게 한다. 담론은 

세력관계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전술적 요소 또는 세 

력권이고, 따라서 같은 내부에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는 담론들이 있을 수 있다.'叫

그러므로 Foucault는 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위 

해서는 다양한 성 유형들 간의 형태를 포착해서 지 

배와 복종의 재편 양상을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Foucault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의 성의 형태를 결 

정짓는 것은 18, 19세기에 그러하였듯, 현대의 권력 

의 테크닉의 보급이며 동시에 현존하는 규범은 변형 

의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 

배담론은 지속적으로 저항과 차이의 기회를 분출하 

므로, 현대의 몸과 패션은 새로운 하위문화적 주체 

의 출현에 따른 반패션이라는 또 다른 형식을 통해 

성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미 창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Foucault의 영향을 받은 Butler는 Foucault 의 

작업과 정신분석 사이에서 사회변화의 급진적 가능 

성을 성별의 수행적 조건을 통해 고려함으로써, 성 

차와 성별을 구분하는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작업 

을 해체한다.

''만일 성별이 성별화 된 육체가 지니는 문화적 의 

미라면, 성별은 어쨌든 성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성차/성별 구분은 성별화 된 

육체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차/성별 사이에 근본적 

인 불일치가 있음을 암시한다. 성별의 구성된 상태 

가 성차와 근본적으로 무관하게 이론화된다면 성별 

자체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가면(artifice)이 되고, 그 

결과 남자와 남성성은 남성의 몸을 나타내는 것만큼 

이나 여성의 몸을 나타낼 수 있고, 여자와 여성성도 

여성의 몸을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남성의 몸을 나타 

낼 수 있다”)”

Foucault의 권력처럼 Butler에게，법'은 여자와 남 

자, 즉 주체를 구성해 주는 것으로, 성 정체성은 일회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구성된다. 여기에서 성별의 수행성은 

반복되고 인용되는 실천이며, 성별화 된 주체는 이 

러한 반복된 행위의 수행에 의해 남자 혹은 여자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성차는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우리 

의 세계는 이성애적 가부장제의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 있게 된다. 따라서 Butler는 진정한 성별 정체성 

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주체의 수행적 과정 

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는，규제적 허구(regulatory 

fiction)，임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수행적 성별 주체 

는 언제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이전될 가능 

성을 지닌 채 지배담론을 전유할 수 있는 것이다'分 

따라서 Butler의 시각에서 단일한 여성 범주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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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oseph Bristow, Op. cit., 이연정, 공선희 역, pp. 235-243.
16) Michel Foucault, Ibid., 이규현 역, pp. 114-115.
17) Judith Butler, Op. cit., p. 6.
18) 조현순, Op. cit.,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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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불가능해지고, 개별적 여성 주체와 남성 주 

체조차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므 

로 성 규범은 항상 반복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남아 

잠재적으로，성별 위기（gender trouble）'에 노출된다. 

여기에는 진정한 성별은 존재하지 않고, 본질적 성 

별은 지배담론이 일관된 강제적 질서를 도입해서 만 

든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후기구조주의적 측면의 성 개념은 

Foucault와 Butler의 시각에서 보여지듯, 특별한 역사 

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형성되고 

규정되는 성의 무한한 유연성을 주장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Foucault의 경우 규율 담론, 즉 권력에 의 

해, 그리고 Butler의 경우 규제적 허구, 즉 법에 의해 

이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주체의 수행적 실천들을 통 

해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항상 새로 

운 저항의 영역, 즉 역의 담론의 가능성이 동시에 

등장한다. 이성애의 규율적 도구는 끊임없이 다양 

한 대중매체들을 통해 인용되고 반복되며, 패션잡 

지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을 선회하는 유동적 의미 

들을 고정시키려는 재현들을 통해 이성애적 이상 

의 반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 

도 의미작용의 영역은 저항적인 성별 수행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므로 다양한 주체의 출현 

은 다음의 역사적 시기에는 또 다른 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 

에서 우리는 저항의 장소로서 남성과 이성애와 대 

립하는 여성이나 동성애뿐 아니라, 그 외의 다양 

한 여성성들과 남성성들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 

른 다원적이고 유동하는 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 

킬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구조주의적 페미니 

즘과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성 개념의 비교는〈표 

2〉와 같다.

皿 패션에 표현된 성

Steele"）은 패션은，성의 표현, 즉 에로틱한 매력 

을 포함한 성적 행위와 성별 정체성과 연관된 상징 

〈표 2〉구조주의적 페미니즘과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성 개념의 비교

구조주의적 페미니즘의 성 후기구조주의 다원적 성

- 성별（gender）의 문제를 다룸（성별은 사회문화적 구성 

물로 '여성적인' 혹은 '남성적인'과 같은 사회적 구분 

을 의미）

- 성（sexuality）의 문제를 다룸（성은 생물학적 성차나 사 

회적 성별을 포함한 성적인 것의 전체로, 성적 욕망,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 등의 포괄적 의미）

-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성차와 성별의 자 

의적 연결관계를 주장（성별의 구분은 남성우월적 사 

회로부터 부과된 것）

- 성차가 성별 외에도 섹슈얼리티와 융합되는 방식을 주 

장 （Butler）
- 성은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가변적 주체（성을 담론화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권력/지식의 산물로, 성-권력 - 

지식（규율담론）-순응적 몸） （Foucault）
- 성별 수행성（성차는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별에 의해 구성되는 수행성을 통한 규제적 허구） 

（성-법（규제적 허구）-물질적 몸）（BuM）
- 불평등한 성별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코 

드화를 초래

- 성에 관한 연구는 다원적 성 유형들 간의 지배와 복종 

의 재편양상을 파악해야 함

- 몸과 패션과 관련하여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적 영 

역에서의 신체적 효율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 

면, 여성성은 신체적 매력과 장식적 외모로 이분화됨 

（남성 지배와 여성종속의 권력관계）

- 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배 담론은 지속적으로 저 항담론 

의 기회를 분출하므로, 몸과 패션은 저항적 주체에 의 

한 반패션을 통해 새로운 의미 창출

한계

이분법적 성별구도를 벗어난 다양한 남성성들과 여성성 

들 간에 존재하는 지배와 저항적 관계의 가능성을 간과

대안

다양한 성 정체성들 간의 지배와 저항적 권력관계를통 

해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 락에 따라 유동하는 다원적 성 

에 대한 이해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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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라고 하였다. 복식은 성차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의적 복식 코드는 자연 

화 된 성차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Butler의 수행성에 

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차는 몸의 본질적이 

거나 자연화된 특질이라기보다는 패션과 외모와 같 

은 실천적 기술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성 개념에 근거하여, 성에 대한 하 

나의 실천으로서의 몸과 패션을 성과 관련하여 논의 

함으로써 물질 대상으로서의 패션과 접합된 성에 대 

한 사고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1. 성, 몸, 패션

성은 성적 몸에 근간하며 복식은 몸을 장식하고 

거기에 성을 부여한다. Foucault의 자기의 테크놀로 

지는 주체가 성을 표현하기 위한 실천으로 복식 혹은 

패션을 이용하는 전략과 관련되는데, 이는 Foucault 
의 몸의 담론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몸 담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정신=남성, 몸 

=여성으로 규정해 온 인식론적 전통에 나타난 여성 

비하적 사고와 여성의 몸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근간한다. Foucault는 성 

과 몸이 권력을 매개로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권력 

관계의 장이며 표현이다. 따라서 Foucault에게 몸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몸을 자연의 범주로 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 반 

한다. 또한 Foucault의 몸에 대 한 시 각은 저 항의 가능 

성을 담지하는 성, 즉 억압이 아닌 생산적이며 쾌락 

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담론의 기능을 강조한 

다. 따라서 Foucault에게 몸은 규율 권력에 의해 개인 

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유순한 몸'인 것이다. 여기 

서 그가 언급한 지식의 통치 체계인 담론은 축어적 

일 뿐 아니라, 몸의 미시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실천 

을 통해 작용한다2°).

Foucault의 통찰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볼 때, 건 

강과 외모와 같은 담론들은 몸과 결합하여 특별한 

신체 관리에 관한 실천을 촉진시킨다. Bordo纨는 Fou- 

cault의 접근을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고려하는데, 이는 남성성과 여 

성성이라는 일상적 관습에 맞추어 스스로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생산되었기 때문 

이다. 현대의 문화에서 유래하였으며 정상적인 것이 

라 여겨지는 여성적 관행, 즉 다이어트, 운동, 다이어 

트 식품의 복용 등은 문화적 요구에 따라 여성의 신 

체를 유순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훈련시키는 관행이 

면서, 동시에 권력과 통제의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oucault가 주장한 바 

대로, 현대 문화에서 이러한 몸과 패션의 실천들이 

결코 억 압이나 금욕주의로부터가 아니 라, 여성 자신 

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내면화된 기 

준을 따라 자기를 관리 하는 쾌 락과 욕망의 만족, 즐 

거움의 추구로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주입된다. 다시 

말해, 주체성은 몸에 가해지는 구속과 강요를 통해 

서가 아니라, 개인이 규범에 따라 행하는 자기 감시 

와 자기 수정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기, 신체상의 폭력, 물질적 제한 같은 

것들은 필요없다. 단지 응시만 있으면 족하다. 이것 

은 감시하는 시선이며, 이 응시의 압력 속에서 각 개 

인은 이 응시를 내면화하여 스스로가 그 자신의 감 

독인이 되는, 그리하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그리 

고 자신에 대항하여 이러한 감시를 실행하게 되는 

지점까지 이르러 결국 그 감시하는 응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功”

마찬가지로, 통제 수단도 억압을 통한 통제가 감 

소하고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통제를 유지하게 된다. 

즉,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엄하고 세심하며 부단한 훈육체계들을 통하여 몸을 

통제하였다면, 20세기 이후에는 보다 생산적이며 사 

회적, 경제적 효과를 지닌 몸의 차별적 통제양식들 

이 확산된다. 이는 복식에 대한 사고와도 관련되는 

19) Valerie Steele,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Joanne Entwistle, Op. cit., p. 182에 서 재 인 용.

20) Joanne Entwistle, Op. cit., p. 17.
21) Susan Bordo, "페미니즘 - 푸코 - 신체의 정치학,'' in Caroline Ramazanoglu(ed), Up against Foucault, 최영, 

박정오, 최 경희, 이희원 역, 푸코와 페미니즘: 그 긴장과 갈등, (서울: 동문선, 1997), p. 222.
22) Michel Foucault, Op. cit., 이규현 역,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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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Wilsor?”에 따르면 19세기 여성 복식의 외부적 

규율이었던 코르셋의 장소에, 20세기에는 운동과 다 

이어트 등 미의 동시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된 내면 

화된 현대적 코르셋이 존재한다. 이는 20세기의 미 

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훈련으로, 

날씬한 몸을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아 

의 훈련과 자기감시가 요구되는 항상 '근심하는' 몸 

을 탄생시킨다. 또한 Foucault에 따르면, 19세기는 군 

대를 비롯해 각종 제복의 착용이 늘어나는 등 의복 

에 대한 일반적 규칙이 확립된 시대로, 당시 의복을 

통한 관리제도는 신체에 효과적으로 지배력을 행사 

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몸과 섹슈얼리티가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패션은 개인의 미의식을 표현 

하고 가치관을 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몸과 패션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20 

세기의 복식을 19세기보다도 더 해방된 세기로서 고 

려하는 것이 매우 단순한 해석임을 인지시킨다. 다 

시 말해, 20세기도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별한 

패션으로 구현된 몸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통치체계 

가 존재하였으며, Foucault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권력화 된 통치체계와 유순한 몸에 대한 사고가 이 

를 입증한다. 이 점에서 Entwistle"，은 Foucault의 사 

고가 현대 복식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의문시하는 

방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몸에 관한 사회적 힘의 구 

조적 영 향에 관해 사고하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하였 

다.

사실상, Foucault는 성별뿐 아니라 패션 혹은 복식 

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몸 

에 관한 담론을 권력/지식에 관한 사고를 위한 주요 

한 물리적 실체로 파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시각은 패션 혹은 복식 담론이 특히 성과 관련한 몸 

의 훈련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에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Rouse?'에 따르면, 패션은 성차와 성별의 

역할을 위한 사회화 과정의 도구가 되어, 남성과 여 

성이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가에 관한 사고를 형성하 

도록 돕는다. 그것은 패션이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성차와 성별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가 창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또한 Barnard®는 패션을 

현존하는 계급과 성별 정체성을 구축하는 재생산적 

관행이자 혁명적 관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논쟁하 

고 비평하는 활동으로 본다. 이는 Foucault가 성을 이 

해할 때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을 고려했던 방식과 같 

은 것으로, 패션은 문화 및 역사적 상황에 따라 유동 

적이며 동시대에서도 다양한 성이 협상되는 하나의 

지점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패션에 나타난 성에 

대한 고려는 보다 다차원적인 관계와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패션에 표현된 성

복식과 패션은 몸이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 되는 

매우 가시화된 방식으로, 패션에 관한 논의는 항상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방식과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축하는 이분법적 방식을 취하게 된다. Entwistle”〉 

에 따르면, 의복 항목들과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는 어떠한 자연스런 연결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문화적으로 특수한 자의적 구성의 조합들이 있 

을 뿐이다. 그리고 복장 도착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성차가 급진적으로 성별과 불 

연속적일 수 있음과 의복을 통한 성별의 가장행렬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성차와 성별은 고정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 및 역사적 특수성을 지 

닌다는 Foucault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 

렇다면, 19세기 중반 복식 상 확고한 성차가 성립되 

기까지 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되어 패션에 여 

성성과 남성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주류 패션에 

표현된 지배적 성의 의미가 저항적 반패션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복식 혹은 패션이 성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방식 

23)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eds), Chic Thrills,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Pandora, 1992), pp, 
10-11.

24) Joanne Entwistle, Op .cit., p. 20.
25)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Malcolm Barnard, Op. cit., p. Ill에서 재 인용.

26) Ibid., p. 97.
27) Joanne Entwistle, Op. cit.,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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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다 분명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 

로 패션 담론들이 특별히 여성성과 결합되어 나타난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몸을 여성과 등가물로 간주한 방식과도 

관련된다. 패션에 표현된 성의 역사적 담론은, 주로 

여성적 영혼을 자연스럽게 허영과 유약함,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과 조합된 패션 담론들로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여성은 변덕스러운 패션, 허영적 과시, 탐 

닉하는 나르시시즘과 결합되어 왔다. 이 점에서 여 

성성은 몸과 패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Breward")에 따르면, 중세시대의 여성은 '여성적' 

추구로서 제직, 직물, 패션의 개념들과 결합되었다. 

개인 및 사회적 위치 혹은 가사 지출의 관리와 결합 

된 이러한 권력은 급진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지속되었는데, 여기서 여성은 가 

정의 역사를 정의하고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Breward는 부르주아 여성이 

지위, 취향, 성 역할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의복의 중 

요성에 매우 정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이 의복, 직물 그리고 소비와 관련됨에 따라, 여 

성은 수 세기 동안 변덕과 변화를 의미하는 패션의 

특성과 결합되게 된다.

18세기까지 패션은 사악한 여성, 즉 이브의 딸의 

유약함과 도덕적 방종의 기호로 고려되었다. Tseelon91 

은 패션과 여성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어떻게 

여성성에 관한 고대의 신화가 여성에 대한 서구의 

태도를 훈련시켜 왔는지를 연구한다. 여기에서 신화 

속 원형적 여성상은 남자를 현혹시켜 파괴로 이끄는 

수단으로 자신의 미모와 장식을 이용해 위장하는 방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로부터 기독교적 유럽 의 역사 

와 함께 악덕으로 여겨진 장식은 여성의 본질에 관 

한 사고와 융합된다. TseSlon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중심에 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즉, 기독교적 교의에서 몸은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 

로 부인되어야 했던 욕망과 사악한 유혹의 위치를 

차지했고, 이브의 후손인 여성은 육체의 유혹에 보 

다 영 향을 받기 쉬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몸을 사 

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유대 기독교적 교 

의에서 나체는 인간의 타락 이후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은 여성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여성은 자주 원죄, 몸, 의복과 결합되게 

된다. 이에 기독교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 

고 시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공포를 역습했는더), 

이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로 코드화되어 온 복식의 

정숙성에 관한 하나의 담론을 생산해낸다. 그러나, 

여성의 몸에 잠재된 섹슈얼리티는 완전히 제거될 수 

는 없는 일종의 부가된 전율로서 여성의 장식에 남 

게 되는데, 이를 TseElon은 "의복이 몸에 대한 근접 

성을 통해 정숙성과 성적 노골성, 쾌락의 거부와 찬 

양의 게임을 코드화한다”고 하였다. 이후 비록 이러 

한 정숙성과 노출증의 유희가 서구 문화에서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비정숙성에 

대한 비난은 기독교적 교의로부터 주로 여성에게만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Tse히on의 연구는 여성이 몸 

과 패션, 그리고 사소함, 약함, 허영, 심지어 사악함 

에까지 근접한 것으로 고려되는 방식을 제공한다. 

패션과 조합된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과거 

로부터 전형화 된 성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전통적' 여성성을 구축하면서, 주된 위치를 차지한 

다는 점에서 '지배적' 여성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ConnelF"은 성별 존재에 대한 문화적으로 지배적 

인 형식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지칭한다. 그가 

언급한 '헤게모니(hegemony)'는 Gramsci의 용어로, 

사생활과 문화적 과정의 조직에서 성취된 사희적 주 

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실 

제의 보편적인 남성이라기보다는 공적 측면에서의 

남성에 대한 문화적. 이상의 표현인데,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제도화하는 실천을 암시해 남성 

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Connell은 헤게모니가 다양한 대안들과의 

힘의 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에 비쳐진 헤게모 

니적 남성성에는 일종의 고정성이 존재하며 이것은 

28)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Ibid., p. 147에 서 재 인 용

29) Efrat Tseelon, Op. cit., pp. 12-16.
30) Bob Connell, Hegemonic masculinity, Stevi Jackson and Sue Scott(eds). Gender: A Sociological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2), pp.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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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일관되게 가정생활과 폭력에 개방되어 있고 여 

성 혐오 성향과 이성애적 매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Hollander")는 이러한 남성성을 구현하는 복식인 

남성 수트를, 남성의 힘과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간주한다. 그는 수트의 근원적 형 

태인 중세시대 판금 갑옷을 그리스의 이상화 된 남 

성의 몸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보면서, 19세기 남성 

의 테일러드 수트가 남성의 에로틱한 호소력을 암시 

함과 동시에 성실, 절저】, 근면, 초연함 등을 의미하는 

남성의 권력의 상징물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 

장은 섹슈얼리티, 몸, 패션을 여성과 동일시하는 다 

른 담론들과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남성 패션을 

남성의 권력의 현시이자 여성 패션의 원형으로 본다 

는 차원에서 여전히 남성을 우위에 둔 수직적 사고 

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의 역사에서 여성은 특히 기독교적 

교의의 영향으로부터 몸, 패션, 섹슈얼리티와 결합되 

고, 남성은 정신과 진리, 힘과 권위와 자연적으로 결 

합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여성과 남 

성의 자연적 본질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무수한 담 

론들로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패션과 

여성성의 결합은 귀족 출신의 장식적 남성이나 댄디 

의 패션이 여성적 유약함을 상징하고 성의 올바른 

구분을 위반하며 때때로 동성애적 암시를 보인다는 

이유로 비난받음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 

었다. 이러한 담론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이데 

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성과 남 

성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의 패션으로의 변환 

은 이러한 지배 담론들의 하나의 지식화된 형태로, 

여기에서 다른 성들은 효과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이 점에서 Entwistle은 많은 복식사의 서술이 이러 

한 성차를 과장함으로써, 지배적인 남녀 복식에 반 

하는 저항적 복식에 관한 방식들을 상대적으로 축소 

시키거나 간과해 왔음을 지적한다. 사실상, 이러한 

지배적 성을 전통적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분류한다 

면 이에 대한 저항적 성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재에도 존재하며, 패션에서 이는 반패션 혹은 저항 

적 복식의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Usshei")는 전통적 여성성과 저항적인 여성성 간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몸의 훈련, 

미의 가면이나 관능적 전략의 채택과 같이 여성적이 

라 인식된 모든 장치들을 사용하는 여성적 가장행렬 

(masquerade)을 사용할 때 나타나며, 후자는 전통적 

여성성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이 무시되거나 부인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여 

성성과 남성성이 가장행렬임을 보여준다. Tse히on“) 

은 특히 복식을 통한 몸의 성별화를 이해하는 방법 

으로 가장행렬에 관한 사고를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복식은 성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측면에서라기보다 

는 하나의 수행적 차원에서 성 정체성의 구성과 해 

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복식은 비본질 

적 차원에서 여성성을 여성의 권력에 대한 남성의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된 위장이자 가면, 즉 

하나의 '정체성의 테크놀로지'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은 Butler의 몸의 수행성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복식과 패션은 지배적 성을 구 

성하고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인위적 가면이며, 저 

항적 성은 이러한 인위적 가장행렬로서의 성 정체성 

을 해체한다. 이로부터 패션에 표현된 성은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범주들을 차용한 

것이며, 특별한 속성, 능력, 성향, 그리고 주어진 역 

사적 순간의 행위 형태에 부가된 문화적 의미의 산 

물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19세기 중 • 후반이라는 역사 

적 시기의 주류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을 '지배적' 

성, 이에 대립된 반패션으로 나타난 성 정체성을 '저 

항적' 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과 협상의 전략적 차원 

에서 주류 패션과 반패션의 절충을 통해 주류화 된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을 '대안적' 성으로 규정한 

다. 그리고 19세기 중 • 후반의 주류 패션에 표현된 

31) Anne Hollander, Sex and Suits、(New York • Tokyo ♦ London: Kodansha International, 1995), pp. 42-74.
32) Jane M. Ussher, Fantasies of Femininity, Samanda Holland, Alternative feminities: Body, age, identity, (Oxford, 

New York: Berg, 2004), pp. 12-13 에서 재인용.

33) Efrat Tseelon, "From fashion to masquerade: towards an ungendered paradigm," Joanne Entwistle and Elizabeth 
Wilson(eds), Body Dressing, (Oxford, New York: Berg, 2001), pp.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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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성을 '전통적' 성으로 명명하고, 이후 갈수록 

다원화 된 성 정체성의 구조 속에서 이전의 반패션 

과 저항적 성이 주류 패션과 지배적 성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IV. 19세기의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성

19세기 중반 패션에 성차가 나타난 이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주류 패션과 반패션을 통한 패션의 형식 

적 변화는 그 시기의 성 이데올로기와 접합한다. 본 

장에서는 Foucault의 후기 구조주의적 성 개념을 토 

대로, 19세기 중반 패션에 표현된 성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이분법적 개념화를 이루었는지를 사적 고찰 

을 통해 살펴보고, 맥락적 차원에서 주류 패션과 반 

패션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통해 지배적 성, 저항적 

성, 그리고 대안적 성의 권력의 양상을 유추하고자 

한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복식이 성보 

다는 계급을 현저하게 부각시켰다. 중세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복식 상 계급차가 유지되었다 할지라도, 

복식에 성차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즉, 다리를 강조 

한 타이츠(tights)나 브리치스(breeches)의 형식을 취 

한 남성 복식과는 대조적으로, 여성 복식은 여성의 

다리 노출에 대한 금기로부터 롱 스커트(long skirt) 

나 로브(robe)의 형식을 취한다. 비록 근세에도 그러 

한 구분이 계속 유지되었다고는 할지라도, 여성 복 

식과 남성 복식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 

나 18세기가 경과하면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라는 대격변은 19세기 남성 복식의 단순화를 이끌었 

고, 이후 남녀 복식에 분명한 성차가 정립되는 계기 

를 이룬다. 18세기 말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 이념적 

내용을 갖추게 된 모더니티는 산업주의를 근간으로 

사회 내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변 

화를 가져온다. 프랑스 대혁명은 귀족적이고 과시적 

인 복식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수수한 복식으로의 전 

환을 가져왔고, 영국의 빅토리아｛Victoria) 시대的에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시작된 산업혁명은 공사 

영역의 분리와 함께 남녀 복식의 구분을 초래한다. 

산업혁명은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사회 권력을 쥐 

게 된 부르주아 계급을 탄생시키는데, 이들의 청교 

도적 이데올로기에 근간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 

는 자본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성 역할의 분화와 섹 

슈얼리티의 개념을 정착시킨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는 남성에게 이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을, 

여성에게는 성적 충성과 모성이 요구되는 사적 영역 

을 부여하는데, 이로부터 가부장제를 토대로 한 가 

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 따라서 19세기의 성 이 

데올로기는 모더니티와 함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에 의해 생겨났고 이로 인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성장, 공사 영역의 분리,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담론들의 산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성 이데올로기는 당시의 주류 패션과 반 

패션을 통해 가시화된다.

1.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여성성

사회 정치적 격변과 함께 고전주의는 18세기 후 

반과 19세기 초반의 여성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단 

순한 형태의 신고전주의적 슈미즈가 나타났다. 그러 

나 이러한 형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곧이 

어 빅토리아 시대 여성 패션은 또 다시 절대왕정의 

복식 스타일을 고수해 코르셋(corset)과 함께 크리놀 

린(Crinoline)과 버슬(Bustle)의 부풀린 스커트로 점점 

더 장식 적 이고 구속적이 되 어 간다%). 자본주의로 인 

한 공사 영역의 분리와 성 역할의 분화는 법과 제도 

를 통해 여성에게 불평등한 종속적 위치를 부여하였 

고, 공적 영역에서 격리된 여성에게는 가정 중심성, 

모성 개념 그리고 정숙성이 중시되었다. 이처럼 신 

체적,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던 빅 

토리아 시대 여성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복식은 그들 

34) 1837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등극 후,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였던 19세기 중반의 약 70년간의 시대 

를 말한다.

35) 김정선,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 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7-28.
36) 김정선, 김민자,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 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복식 51권 2호 (2001a),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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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위치를 암시함과 동시에 남성의 부와 지 

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Veblen功은 이 점 

에서 19세기 유한계급의 여성을 '동산(mobilia)，, 즉 

남편의 움직이는 재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산 

업적 진보는 여성 패션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성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 

난 생산의 기계화는 각종 직물산업을 발달시켰으며, 

재봉틀의 발명과 합성 염료의 개발은 19세기 상류 

사회의 여성 복식에 풍부한 색상과 러플, 리본, 자수 

등 화려한 장식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北).

극도로 부풀린 스커트와 폭 넓은 숄, 그리고 시야 

를 가리는 보닛은 여성의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수동성과 종속성 이 라는 빅토 

리아 시대 여성성의 핵심 범주를 반영했다. 그러나 

Steele”)은 이 시기 여성 복식은 극도의 정숙성을 가 

장한 유혹의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크리놀린은 

표면상으로는 정숙하고 은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화려한 색상과 장식뿐 아니라 데꼴따쥬로 상 

체를 노출한 재단 상의 성적 과시를 통해 여체의 성 

적 특징에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버슬은 여성의 허 

벅지와 둔부의 강조로 본질적으로 유혹적인 여성성 

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크리놀린이 넓은 스커 

트 형태로 여성의 생산 기능을 암시했다면, 버슬은 

수태 시 신장된 자궁을 은유하는 실루엣을 통해 여 

성의 생식 능력이라는 모성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여성 패션의 가장 구속적인 측면은 

코르셋이었다. Steele은 코르셋이 여성의 도덕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흐트러지지 않음과 동시에 유혹적 

인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은유적으로 표현 

한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코르셋은 여성의 금욕적 

인 정숙성과 관능적인 에로티시즘 사이의 긴장감과 

모순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코르셋은 여성의 신체를 속박해 유한 계급을 상징하 

면서 여성의 성욕을 통제함으로써, 종속적 여성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유혹적인 여성성을 암시하기 위 

해 여성의 몸을 유순한 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 이후 여성 패션은 커다란 

보넷과 숄, 가슴을 강조한 데꼴떼, 코르셋으로 조인 

가는 허리, 극도로 부풀리거나 둔부를 강조한 스커 

트에 화려한 색상과 장식을 한 크리놀린과 버슬 스 

타일로, 모더니티라는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절대왕정의 구습을 유지하는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패션 형식은 성숙하고 관능적인 인체미와 함께 유한 

계급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이미지로, 당시의 지배세 

력인 부르주아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이 

었으며, 신체적 억압과 부동성을 통해 사적 영역에 

머문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드러내었고, 화려한 장 

식과 성적 암시를 통해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주는 

동시에 육체적 재생산 능력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 패션은 이 시기 여성에게 요구 

된 종속성, 관능성, 모성성이라는 성 이데올로기와 

접합하며, 지배하는 남성 주체의 수동적 대상으로서 

'정숙한 숙녀'의 태도를 드러낸다.

한편, 19세기 후반에는 이처럼 사회 내 주류 세력 

에 속한 지배적 여성성 외에도 상대적으로 비담론화 

영역이었던 사회 내 주변부나 저항적 여성성 또한 존 

재하였고, 이것은 유미주의(aetheticism) 운동에 의한 

미적 복식(aesthetic dress)과 이성주의 복식(rational 

dress) 운동에 의 한 바지 의 착용과 같은 반패션의 형 

식으로 나타난다. 1840년대 말과 1850년대 초 라파 

엘로 전파 운동은 산업사회의 물질만능에 대한 강한 

회의와 자연주의적 향수와 함께 중세 복귀적 예술 

성향을 취한다的 라파엘로 전파 주의자들은 크리놀 

37) 19세기 유한 계급 여성의 기능은 화려한 의복과 일에 대한 부적절성을 노출하는 몸을 통해 남성의 재산 

을 암시하였다. 또한, 19세기에 소비가 여성의 책무로 분류되면서 여성은 가정을 미화하는 주요 장식물 

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대한 '종속적 존재이자 과시적 소비와 여가의 능력을 암시하는 

'대리적 유한의 지표'였는더), 이는 화려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로부터 거리가 먼 비실용적인 복식에 의 

홍H 입 증된 다(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in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이완재, 최세양 역, 한가한 무리들, (서울: 동인, 1965), p. 179.

38)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9), pp. 311-317.
39)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74-175.
40) 김 민자, 복식미 학 강의 I, (서 울: 교문사, 200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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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에 반대하고 우아함과 단순함에 토대를 둔 고전적 

혹은 중세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복식으로 유미주의 

복식의 근원이 된다. 한편, 1830년대 콜레라의 대유 

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당시 여성 패션의 개혁에 

대 한 인식을 촉발시켰고, 19세기 초반부터 코르셋에 

의한 신체의 왜곡과 구속의 폐단이 지적되기 시작하 

면서 국제건강박람회와 같은 건강한 의복을 위한 캠 

페인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빅토리아 시대 

주류 패션에 대한 저항적 반패션으로 유미주의 복식 

과 이성주의 복식이 등장한다.

1870년 경 유미주의자들은 당시 패션에 대한 대 

안으로 미적 복식（남성 수트）을 제안한다. 이는 그리 

스 복식을 기반으로 코르셋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허리와 하이웨이스트의 수직적인 H실루엣, 드레이 

퍼리에 의한 몸의 자연스런 노출, 비구조적 디자인 

의 단순성과 우아함, 자연 염료로부터 나온 바랜 듯 

한 미묘한 색감과 부드러운 동양 직물의 사용으로, 

당시의 주류 패션 이미지와는 대조를 보인다. 이러 

한 패션 스타일은 19세기 말 도시 산업사회에 반발 

한 자연주의적 보헤미안의 태도와 섹슈얼리티에 대 

한 진보적 사고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성의 

관능성과 개성을 드러낸다. 또한 유미주의가 추구한 

인체미는 고전주의적 인체미와 함께 중성적 이미지 

의 미성숙한 마른 체형으로, 당시의 모성적 여성성 

에 대한 거부와 억압된 여성의 쾌락적 욕망을 상징 

한 것이었다約. 따라서, 유미주의 운동에 의한 미적 

복식은 개인의 욕망과 자아를 표현하는 몽환적 육체 

적 관능성, 개성, 시적 서정성으로 빅토리아 시대 여 

성의 사회 및 정치적 해방을 향한 새로운 여성성을 

구현했다.

한편, 이성주의 복식운동은 패션 자체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추종을 거부한다. 빅토리아 시대 후반 생 

활 수준의 향상과 경제 구조의 변화는 여성에게 사 

회 진출의 희망을 제공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가져 

온다. 페미니스트들은 불평등한 이분법적인 성별 체 

계 속에서 규정된 여성에 대한 관념과 예속적인 사 

회적 지위를 타파하고 성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였는 

데, 이를 위해 이들은 남성에 대한 종속과 성적 대상 

으로서의 여성을 상징하는 패션을 거부하고 복식개 

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복식개혁 운 

동은 계몽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관 

련되며, 페미니스트들의 복식은 어떠한 에로틱한 암 

시도 없이 남녀 복식 차이가 약화된 자연스러운 의 

복의 추구로 남성 집단으로 귀착되려는 의도를 보인 

다（그림 2）. 1850년대 초 이성주의 복식운동의 유명 

한 주창자는 Amelia Bloomer였는데, '블루머'로 알 

려진 무릎길이의 풍성한 튜닉 아래에 터키식 바지로 

구성된 복식은 남녀 복식의 대립을 해소하고 여성의 

진보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이성주의 복식의 기 

본 토대가 된다"）. 이는 전체적인 몸의 은폐, 바지에 

의한 활동성과 기능성, 장식없는 단순성, 가벼움과 

위생성에 대한 강조로 궁극적으로는 남성의 테일러 

드 수트를 지향한 형태였다. 인체미에 있어서도 그 

리스의 이상적인 남성적 모델을 추종하였는데, 이는 

종속적인 여성성으로부터의 해방, 육체적인 욕망을 

초월한 도덕성, 완벽하게 관리되는 자기 결정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心）. 그러므로 이성주의 복식은

〈그림 1〉미적 복식（www.vam 〈그림 2〉이성주의 

ac.uk）. 복식 （www.fash・

ion-era.com）. 

41) 김 정선, Op. cit., pp. 46-47.
42) 김정선, 김민자,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U)," 

복식 51권 6호 (2001b), pp. 8-14.
43) 김정선, Op. cit., pp. 83-86.
44) Joanne Entwistle, Op. cit., p. 64.
45) 김 정선, 김 민자, Op. cit., 2001b,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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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해 성적 순수성과 

절제를 통한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여성성과 함께, 

권력을 상징하는 남성복의 형식을 수용해 남성과 동 

등해지려는 독립적인 여성성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19세기 후반 여성의 반패션은 관습적 

부르주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징적 역할로 

부터 벗어나 여성의 자아와 취향을 드러냈다는 점에 

서 여성 패션에서 모더니티의 시작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여성성을 일종의 지적 우월주의로 간주하여 대중적 

수용을 거부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유미주의 운동은 

중상류 계급의 이해에 적합했으며, 그들의 개성 역 

시 남성의 미적 응시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여성의 바지 착용은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 내에서는 이를 성 

적 부적절성을 나타내는 코드로 인식하는 사고가 지 

배적이었다. 헤게모니의 투쟁적 역동성의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 후반 여성의 바지 착용은 '반전(rever
sal) 点) 의 전략을 통한 저항적 성 정체성의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Davis*〉와 Barnard输는 이러한 전략은 

반전이 나타난 본래의 구조가 순수함을 암시하기 때 

문에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남성의 구조가 유일무이 

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의 반패션이 

설사 이분법적 성 체계로부터 해방적 혹은 자율적 인 

새로운 여성성을 규명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또 다 

시 부르주아적 지배구조로 편입되거나 또 다른 저항 

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적 여성성은 부르주아 남성 

집단의 권력과 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면서, 당대의 

주류 패션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다음 역사적 

시기의 새로운 지배 담론을 구성하기도 한다. 19세 

기 후반 여행과 스포츠에의 관심과 더불어 나타난 

갸르손느(Gargonne)는 디바이디드 스커트, 넥타이나 

리본 타이, 남성 수트, 셔츠웨이스트, 남성 모자 등 

남성 복식에서 몇몇 품목들을 가져와 여성 복식의 

전체적인 효과를 미묘하게 변화시켰는데, 이는 사회 

적으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서 중류층 취업 

여성들의 스타일을 통한 정체성 협상의 한 예로 다 

음 시기의 새로운 대안적 여성성의 전조를 구성한다.

2. 주류 패션과 반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수차례의 혁명과 전쟁을 

치룬 19세기 초반에는 군국주의적 남성성叫이 나타 

나지만, 19세기 남성 패션의 혁신적인 변화는 부르 

주아 시민 계급의 탄생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본주의의 확립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사 영역의 

분리는 남성에게 군사, 학문, 직업, 정치 등의 영역에 

서 유용성에 토대를 둔 보편적 인간상을 부여한 반 

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는 이와는 상반된 섹슈얼리 

티와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성적 대비 

를 극대화한다. 또한 Dawin의 진화론은 성 선택설을 

가져오는데, 이는 공적 영역의 사회적 힘이 성 선택 

의 수행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남성 

의 성적 우월성을 확립시켰으며, 많은 과학적 의학 

적 담론들은 우월한 남성이 종속적인 여성을 지배하 

는 일부일처제를 우월한 문화적 산물로 규정한다. 

아울러, 18세기 말부터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신 

고전주의는 혁명 이후 남성복의 단순화에 기여하였 

고, 대량 생산과 면직물 공업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 

에 일조한다.

19세기 중반 남성은 어두운 색상의 수수하고 기 

능적인 쓰리피스 수트에 흰색 셔츠, 실크 햇으로 구 

성된 단순하고 합리적인 복식을 착용하였는더］, 이 

때부터 남성 패션은 테일러드 수트를 기본으로 한 

현대적 형식을 보이기 시작한다. Hollander®〉는 신고 

46) 거부(refiisal)는 불쾌 한 구조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이고, 반전(reversal)은 그러한 구조 안에서 작용하는 권 

력과 특권의 위치를 전도시키려는 시도이다. Bamard에게 반전은 근원적 구조 혹은 저항을 그대로 유지시 

킬 수 있으므로, 그 근원적 구조는 어떠한 반전도 전유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Malcolm Bamard,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6), pp. 123-137.

47)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176.
48) Malcolm Bamard, Op. cit., pp. 123-137.
49) Karen Hagemann, “애국적이고 전투적인 남성성,'' in Thomas Kuhne(ed), 조경식, 박은주 역, 남성의 역사, 

(서울: 솔, 2001), p. 80.
50) Anne Hollander, Op. cit.,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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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시대에 등장한 이러한 남성 테일러드 수트의 

단순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은 디자인의 통일성이라 

는 미적 이상뿐 아니라, 남성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시각적 상징물이라고 하였다. 남성 수트는 고대 그 

리스의 영웅적 남성의 몸을 암시하였으며, 이성을 

통해 신체 의 모든 기본 구성요소를 해부하고 재구성 

한 형태로, 힘, 이성, 독립성, 고결함과 동시에 당시 

부르주아 남성 생활의 기본원리인 성실성, 유능함, 

절제 등을 코드화하였다洵 남성복 형태는 종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느슨한 실루엣으로 풍성한 재단과 넓 

은 소매로 몸을 은폐시킴과 동시에 활동성을 부여하 

였고52), 희색이나 검정색 등의 무채색은 검소하고 전 

문적인 분위기로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색으로 여겨 

졌다由). 따라서 이 시기 테일러드 수트를 중심으로 

한 검소하고 실용적인 신고전주의적 패션 이미지는 

부르주아 남성, 즉 당시의 진정한 남성의 힘과 강건 

함, 활동성과 독립성, 이성과 합리성, 진지함과 성실 

성을 코드화하였다.

Fliigel"〉은 남성복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남성의 

대 포기'로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말 남성 

은 아름다운 것에의 요구를 포기하고 다만 유용해지 

는 것만을 목표에 둔다. 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향을 우선시 한 남성성과 결합하면서 귀족계급, 

여성, 동성애자나 다른 남성을 부르주아 남성과 대 

립된 위치로 규정한다. 남성 수트는 감성적이고 여 

성적이라 여겨진 '패션'과 대비된 이성적이고 남성 

적인 '정치' 영역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귀족 계급 남 

성과 중산층 남성의 정치적 권력을 향한 하나의 투 

쟁을 함축한다. 또한 18세기 이후 나타난 동성애자 

나 댄디와 같은, 부르주아 남성성과 대립되는 다른 

남성들은 남성의 권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상으 

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혐오와 치욕의 담론이 생 

산된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단순하고 고전적인 표 

준적 남성 수트 스타일은 남녀 복식의 뚜렷한 성차 

를 부각시키면서 부르주아 남성의 사회적 정당성과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옹호를 구축한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 이후의 남성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류 패션으로 가시화 된 부르주아 남성성 

뿐 아니라, 반패션을 통해 표출된 저항적 남성성 또 

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혁명 이후 19 
세기에는 모더니티와 함께 도시의 급성장, 스타일이 

나 유행과 같은 순간에 대한 숭배, 그리고 물질문화 

의 양적 발전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자아와 개 

인주의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자본주의의 찰나적 시 

대는 끊임없이 자아의 변화를 가져오는 반부르주아 

적인 모순적 남성성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귀족주의 

가 동요하던 사회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에 정치적 

무관심과 모순적 자아를 표출하면서 우아하고 세련 

된 패션을 추구한 댄디와 로맨틱 보헤미안은 이 시 

기의 저항적 남성성을 구성한다.

댄디(dandies)는 18세기 말 영국에서 취향에 대한 

귀족주의를 표방한 상류층 반부르주아 남성으로, 우 

아하고 세련된 매너와 복식상의 절대적 취향을 갖춘 

배타주의적 집단으로 등장한다. 이후 댄디는 주로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과 결부되어 여성적인 혹은 

동성애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게 되었고, 점차 부르주 

아의 저급한 취향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 저항을 의 

미하게 되었다%). 댄디는 스타일을 통해 저항적 정체 

성을 구축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을 취한 

다. 하나는 19세기 초 Beau Brummell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댄디로, 그리스적 인체미를 따르는 형태, 어 

두운 계열의 색, 의복 소재의 질과 맞음새에 치중함 

으로써 '진정한 쉬크함(true chic)，, 즉 눈에 띄지 않 

는 우아함과 절제된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다른 하나는 Baudelaire(그림 3)로 대표되는 낭 

만주의적 댄디로, 복식에서 곡선적 형태와 색채가 

다시 가미되지만 여전히，단순한 우아미를 보이며, 

부르주아적 속물 취향에 반하는 예술적이고 고결한 

정신적 차원을 드러낸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남성 

주류 패션에 대한 하나의 저항적 반패션으로 자리매 

51) 김정선, 김민자, Op. cit., 2001a, pp. 171-172.
52) Sabina Bmdli, ''의상으로 본 시 민계급의 남성성," in Thomas Kiihne ed, 조경식, 박은주 역, Op. cit., p. 156.
53) 이정 민, “19세 기 남성복에 나타난 댄디즘(Dandyism)” (서울대 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50-53.
54) J. C. FKig이,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1930), pp. 111-112.
55) 이정 민, Op. cit., pp. 7니3.
56)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London: Virago press, 1985), pp. 183-184. *

-247 -



56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본 19세기 패션에 표현된 성 복식문화연구

김한 댄디의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룩과 로맨틱 룩 

으로 남성의 세련된 미를 제시한다. 이는 당시 주류 

패션의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유용성만을 강조하던 

이미지에 반하여, 취향과 태도에 있어서 배타적, 과 

시적, 자아도취적인 새로운 남성성을 부여한다.

한편,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의 동요 

는 유미주의 운동과 세기 말 퇴폐주의적 경향과 함 

께 남성복에서도 보헤미안 남성성을 야기한다. 여성 

복에서의 유미주의 운동이 코르셋과 크리놀린의 파 

기를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면, 남성복에서는 어둡고 

획일화 된 스타일에 대한 반발로 중세나 바로크와 

같은 로맨틱한 향수를 자아낸다. 대표적인 유미주의 

자였던 Oscar Wilde（남성 수트）는 긴 머리에 벨벳 니 

커보커, 커다란 라펠이 달린 코트, 밝은 타이에 백합 

과 해 바라기를 꽂는 등의 복장으로 남성들에 게 단순 

하고 밝은 색을 입을 것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남 

성 유미주의자들의 심미적인 귀족 취향은, 당시의 

합리주의, 물질주의를 공격하고 18세기의 로맨틱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현대의 쾌락주의 및 소비주의와 

연결된다（그림 4）.
이와 같은 댄디와 보헤미안의 외모와 태도는 당 

시 빅토리아인들에게 여성적이거나 동성연애자로 

비쳐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다. 이는 부르 

주아 지배세력의 재생산의 문제와 연루된 이성애적 

성을 정상화시키고, 여기에서 벗어난 성을 동성애라 

는 주변적이고 위험한 성으로 구성하는 담론의 생산 

에 기 인한다. 이를 19세기 중 • 후반의 사회구조에

〈그림 3> Baudelaire. 〈그림 4> Oscar Wilde.

나타난 외모의 사회화 매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여 

성스런 복식을 입는 행위 그 자체는 여성과 같은 종 

속적 위치와 결합하였으며, 댄디와 보헤미안과 같은 

유사 복장 도착자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질서의 암 

묵적 통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남성의 출현은 20세기에 

나타난 남성 패션의 다양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무 

엇보다 여성의 패션 코드의 차용을 통해 19세기의 

이분법적 성 담론에 대한 분명한 저항적인 남성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성은 단일하거나 고정적이기보다는 권력의 그물 

망 속에서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패션은 특수한 역 

사적 시기에 나타난 성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기호매개체로 작용한다. 본 고는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의 다원적 성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패션에 표현된 성을 이해하고, 19세기 중•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을 이 시기의 주류 패션과 반패션 

에 나타난 지배 담론과 저 항담론의 권력 관계를 통해 

맥락적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특수한 역사적 시 

기에 따라 유동하는 성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부상,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으로 인한 성 역할의 분화와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 

화, 신고전주의 예술 양식과 다위니즘의 출현 등 19 
세기 중• 후반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복식은 이 시기의 이분법적인 성 모델이 여 

성성과 남성성을 개념화하고 규정짓는 방식을 보여 

준다. 19세기 중반 시민계급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의 힘과 권위를 위해 패션과 장식을 포기하고, 유용 

성을 가시화하는 엄격하고 수수한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한다. 이처럼 단순한 신고전주의적 모던 클래식 

룩은 계급적 차원에서 귀족, 그리고 성적 차원에서 

여성과 동성애 남성과 같은 다른 남성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하고 자율적이며 지배하는 남성성을 형성한 

다. 이처럼 수수한 남성 패션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 

루는 여성 패션은 크리놀린과 버슬 스타일로 나타난 

극도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맨틱 룩으로, 정숙함과 

57) 이정민, Op. cit., pp.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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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관능적이고 사적 영역의 모성적이며 남성의 

대리물로서 종속적인 여성성을 노출한다. 따라서 19 
세기 후반의 주류 패션은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를 

코드화 함으로써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이라는 성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한편, 19세기 후반 라파엘로 전파의 영향을 받은 

유미주의 운동과 복식개혁운동, 그리고 모더니티와 

함께 나타난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개인주의 및 쾌락 

주의적 사회경향은 주류 패션에 대한 저항적 반패션 

이 출현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여성의 경우, 미적 복 

식의 클래식 룩과 이성주의 복식의 남성복 스타일에 

서, 그리고 남성의 경우 댄디 룩와 로맨틱 보헤미안 

룩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유미주의 복식운동으로 나 

타난 미적 복식은, 그리스식 미적 이상을 토대로 우 

아하고 몽환적인 관능성과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반 

모성적이고 자아중심적이며 쾌락적인 여성성을 보 

이며, 이성주의 복식운동에 나타난 바지 착용과 같 

은 남성복 스타일의 차용은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여 

성성이라는 저항적 여성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클래 

식 룩과 로맨틱 룩으로 나타난 댄디 룩의 세련되고 

과시적이며 나르시스트적 취향과 남성의 유미주의 

운동으로 나타난 로맨틱 보헤미안 룩의 에로틱한 함 

축과 장식성은 저항적 남성성을 함축한다.

이처럼 반패션으로 나타난 저항적 성은 19세기 

후반의 사회에서 거대한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됨으

로써 사회 주변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은 당시 부르주아 지배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담론과 결합한다. 즉, 부르주아 남성 지배세력 

은 그들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여성을 화려한 장식 

을 통해 남성 에게 종속된 존재로 대상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남녀 간의 수직적 권력관계에 반하 

는 반패션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 

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강화를 위한 재 

생산의 문제는 중시되었고, 이로부터 이성애를 정상 

화시키는 성 담론의 확산과 함께 이에 반하는 저항 

적 성을 동성애자나 성도착 등을 주변적이며 위험한 

성적 욕망으로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점에서 남성 

의 반패션에 나타난 여성적 장식은 19세기 후반의 

성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보다 치명적인 것으로 간 

주된다. 즉, 여성 패션에서는 주류 패션과 반패션의 

절충을 통한 대안적 성이 등장하였으나, 남성의 반 

패션은 동성애적 혐의와 같은 저항적 성에 대한 강 

한 사회적 비판의 형성과 함께 주류 패션으로의 확 

산이 차단된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패션에 표현 

된 성은 뚜렷한 성의 이분화를 통해 패션과 섹슈얼 

리티와 결합된 여성과 여성화 된 남성의 배제를 정 

당화시킴으로써 , 전범으로서의 지배하는 남성성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19세기 주류 패션과 반 

패션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지배와 저항적 관 

계는〈그림 5〉와 같다.

넨디 남성성

- 댄디 룩

클래식 룩고

로맨틱 룩

지배적 남싱싱

전통적 남성성

- 모던클래식 룩

테일러드 수트

지배적 여성성

전롱적 여성성

- 로맨틱 둑

크리놀린, 버슬

헤미인

남성성

로맨틱 룩

유미수의

목식

립적 여성

_ 5•성 로人

스타일이성주

의 복스D

보헤미안

여성성

- 신고전주의

와 중세풍

독립적 여성성

r 가르손느 스타
（강한） 영향관계

（약한） 영향관계 

대립관계

〈그림 5> 19세기 패션에 표현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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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Entwistle'。은 19세기 말，남성의 대 포 

기' 이후, 많은 복식사의 서술이 지나치게 복식의 성 

차를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19세기 패션에 

표현된 성차에 관한 설명은 학자들에 따라 자연적, 

심리적 차이와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근거를 둔 다 

양한 해석들로 나타나며, 이는〈표 3〉과 같다. 여기 

에서 19세기 후반의 패션에 표현된 성차의 주요 구 

도는 자연적, 심리적 측면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남 

성과 대립된 여성의 본질적인 자아도취성에 대한 강 

조나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의 대리적 유한의 

지표로서 패션과 결합된 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설명들은 근본적으로 '지배적, 능동적, 관음적, 성취 

적' 남성성과 '종속적, 수동적, 노출적, 장식적' 여성 

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를 통한 남성우월 

적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설명 

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러한 해석들 자체가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생산하는 원천이 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담론은 개인 

과 가정에 힘을 행사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생산해 

냈으며, 패션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정당화시 

키는 권력 관계를 가시화하였다. 19세기의 주류 패 

션은 수트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남성성을 구심점 

으로 이에 대립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여성 패션을 

형성하였고,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반패션을 사회적 

으로 배제시킴으로써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이분 

법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코드화하였다. 따라서 19세 

기에 나타난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남성우월적인 

이성애적 부르주아 남성의 권익을 우선시한 자본주 

의적 가치로, 패션은 이러한 지배적 남성성의 구현 

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9세기의 패션 자체 

가 이분법적이고 억압적이었다기보다는 이 시기 성 

에 대한 빅토리안 담론들의 무수한 확산과 강조가 

이분법적 패션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러한 전통적 성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담론화되 

어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의 반 

패션은 이러한 지배적 성에 대한 다양한 저항적 성 

을 야기시켰고, 이들의 상징적 역전은 20세기로 나 

아가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원적 성 정체성이 등장하 

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후기구조주의자로서 Foucault의 시각은 

패션을 통한 성 정체성의 실천이 역사적 맥락에 따 

라 변화하며,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패션이 성을 표 

〈표 3> 19세기 패션에 표현된 성차에 관한 후대의 담론

자연적 심리적 측면 사회적 경제적 측면

Fliigel

- 여성은 선천적으로 자아도취적이며 패션에 민 

감한 반면, 남성은 사회적 정치적 세계에서 일 

에 민감하므로 단조로운 의복이 바람직함.

- 노출증은 인간의 자연적 충동으로, 남성은 이 

를 능동적 절시증으로 전환, 자신의 여성의 화 

려함으로 보상.

Veblen

- 여성은 과시적 소비, 과시적 낭비, 과시적 여 

가를 통한 남성의 대리적 유한의 지표로 종 

속적 존재

- 여성 복식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과시적 화 

려함과 일에 부적절함을 노출.

Laver

- 여성은 남성보다 자연적으로 자아도취적임

- 여성 복식은 유혹 원리에 의해 성적매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남성의 복식은 사회 

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Roberts
- 여성의 무겁고 구속적인 복식은 여성을 복종 

적 위치의 고상한 노예로 만듦.

Simmel

- 패션은 종속적이지만 자의식을 드러낼 수 있 

는 분야로, 여성의 욕망 표현의 수단.

- 여성의 종속성은 사회적 기준에 대한 강한 집 

착을 가져와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

요약

능동적, 관음적, 성취적 남성 VS 수동적, 노출적, 

장식적, 유혹적 여성을 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성 

향으로 규정.

요약

지배적 남성 VS 종속적 여성의 구분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의해 규정되며 패션은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성과 관련됨.

58) Joanne Entwistle, Op. cit.,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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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 몸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지배담론과 저 

항담론 간의 권력관계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적 사고는 19세기의 패션을 '억압적 성'으로 규 

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화 된 사고임을 입증하며 

패션에 표현된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다원적 성 정체성들 간의 권력 

관계가 주류 패션과 반패션의 역동적 변화 과정과 어 

떻게 접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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