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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glamour style expressed in modem fashion throughout 
the history. The glamour style in modem fashion was categorized into five periods which are Hollywood 
glamour(H), Feminine glamour(F), Rich glamour(R), Decadent glamour(D), and Trash glamour(T). These catego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n the viewpoint of aesthetic values deduced on the previous study. As a method of 
analysis, literature study and case study through the publications in aesthetics, history and preceding theses were 
us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Ostentatious luxury was suggested by extravagance of the movie star in H, the 
splendid American lifestyle in F, conspicuous consumption in R, fin de siecle bad taste in D and self-assured 
exposure in T. Mysterious idolatry was studied as exaggerated goddesshood of the movie star in H. It was expanded 
to celebrities including fashion models, television actresses, pop singers and young couture designers in the other 
periods. Artificial sensuality was originated from the femme fatale image of the courtesan as well as the traditional 
femininity of Victorian era in H. It was developed through exaggerated hourglass silhouette of the wife dressing 
in F. But an aggressiveness in R, a hy가er-sexual femme fatale in D, an independent and defiant image of the 
showgirl in T were observed. Playful queerness stood out clearly by the fin de siecle phenomena. Though it was 
embodied in sexual perversive subculture, it emerged as hi fashion by young designers in the late R and became 
a crucial aesthetic value throughout D and T. It is more connected with the origins of glamour which arouses sexual 
ambiguity, crudity, aggressiveness and dea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glamour style based on the 
theory of 'linked elution' were also analyzed.

Key words: Hollywood gkimonf(할리우드 글래머), feminine glamour(페미닌 글래머), rich gkunour(리치 글래 

머), Decadent 이amour(데카당트 글래머), Trash glamour(트래쉬 글래머).

하며 두드러진 글래머에 대한 관심은 최근 여러 전시 

I• 서 론 회와심포지움, 서적 및 논문등의 연구 결과물들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세기말의 경향으로 이전 세기를 탐구 현대의 글래머는 한편으론 미와 매력을,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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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론 기만과 술책을 함의하는 개념으로서。자본주 

의 소비문화의 상품으로서 그리고 성적 이미지의 물 

신대상으로서의 글래머 아이콘을 통해서 현실을 부 

정하고 이상을 대체하는 기만적이고 인공적인 기교 

와 술책의 개념으로 논의된 바 있다2）.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Bond”는 

현대 의 글래 머 스타일을 글래 머 황금기（20〜50년대）, 

팝 글래머（60~7。년대）, 글래머 르네상스（80〜90년대 

초）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는 글래머의 기원적 

개념에 의거한 정제된 논의라기보다는 20세기 패션 

사 전체를 연예 산업과 접목된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세 기 말에서 현재까지 패 

션의 글래머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Evans? Wilson1 2 3 4 5） 6 7 8, Buckley와 

Gun시成 은 역사와 철학에 근거한 고찰을 하였고, 한 

수연, 양숙희A 는 Bond의 사적 시기에 글래머가 싹튼 

시기로서 블루밍에이지 글래머（19세기말~20년대）를 

추가하여 기원과 개념에 근거한 범위확장을 이루었 

다.

1)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Springfield: G & G Merriam, 1991), p. 962.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Vol. 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553.

2) 박주희, 김민자, “글래머 스타일의 물신주의적 특성과 미적 가치,” 복식 57권 4호 (2007), pp. 175-176.
3) David Bond, Glamour in Fashion, (London: Guinness, 1992)
4) Caroline Evans,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and deathli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 112-137.
5) Elizabeth Wilson, “A Note on Glamour," Fashion Theory Vol. 11 No. 1 (2007), pp. 95-107.
6) Reka C. V. Buckley and Stephen Gundle, “Flash Trash: Gianni Versace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Glamour； 

in Fashion Cultures: Theories, Explanations, and Analysis, ed. Stella Bruzzi and Pamela C. Gibson (New York: 
Routledge, 2001), pp. 331-348.

7) 한수연, 양숙희, “현대 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8) 박주희, 김민자, Op. cit., pp. 173-187.

본고는 기원에 근거한 글래머 스타일의 이론적 기 

반을 물신주의의 관점에서 고찰, 상품 물신주의의 과 

시적 사치성, 신비적 우상성, 성적 물신주의의 인위 

적 여성성, 유희적 퀴어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도출한 

선행 연구8）를 토대로 20세기를 아우르는 글래머 스 

타일을 시기별로 비교 및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보다 제한된 시기 구분과 미적 가치측면의 변화 

추이비교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 본 연구는 

복식 미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과 함께 개념 

과 역사를 탐구하는 혁신적 디자이너들에 대한 분석 

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을 사적 

고찰한다.

둘째, 글래머 스타일의 미적 가치 및 조형적 특성 

에 따른 시기별 비교고찰을 한다.

셋째,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변화 추이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한다.

연구의 방법은 복식사, 복식 미학 관련 서적 및 담 

론, 관련 연구 논문의 문헌 연구와 패션 저널, 컬렉션 

자료를 통한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193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 

로서, 기원에 나타난 글래머의 의미에 충실한 보다 

명확하고 정제된 논의를 위해 시기 구분에 있어 몇 

가지 제한을 두기로 한다. 즉, 현대 패션에서 글래머 

스타일은 불황을 잊기 위한 도피의 수단으로 시작되 

었으며, 시대불안 속에서도 환상이 두드러질 때 혹은 

외형적 경제가 호황일 때, 젊음보다는 성숙함이 주목 

될 때 대두되어 왔으므로 1940년대의 제2차 세계대 

전 시기나 젊은이 중심의 대중문화가 크게 주목받았 

던 I960〜70년대의 글래머 스타일은 배제하며, 넓은 

의미로 파악되는 남성의 글래머, 엘리트의 고급 취향 

으로 나타나 왕족이나 권력층에서 나타나는 글래머 

또한 배제하기로 한다.

n.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

본장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젊음보다는 성숙함, 

하위문화보다는 부의 과시를 지향하는 하이패션, 고 

급 취향보다는 나쁜 취향이 라는 시각의 제한적 틀을 

적용하여 20세기 글래머 스타일을 다섯 시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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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할리우드 글래머

192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으로 침체를 맞게 된다. 1930년대는 제2차 세 

계대전의 전조를 지닌 불안한 시기로서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주식대폭락과 기업도산에 의 

한 대량 실직 사태와 함께 고조되었다少 이 불안한 

시기에 낙천적 도피주의를 심어준 할리우드 시스템 

은 현대 글래머의 기원을 이루는 할리우드 글래머 

를 개발하였고瑚, 이 시기 주류 패션에도 많은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 즉, 명백한 섹스어필이 있는 디자 

인의 할리우드 패션은 유명 쿠튀리에의 전통적인 

접근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하게 대중에게 어필되 

어 파리의 오트 쿠튀르를 비롯한 세계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시기 글래머 스타일을 대표하 

게 되었다. Bond⑴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낙천 

적 현실도피나 영화의 뛰어난 전파력 외에도，의례 

(occasion)'와 이브닝드레스가 중요했던 라이프 스타 

일을 지적했다

신비로운 바이어스 컷 드레스, 등이나 어깨를 극 

단적으로 노출한 홀터 넥 혹은 배 어 탑(bare top) 드 

레스, 데콜테 네크라인의 긴 타이트 드레스에 짧은 

재킷을 입는 디너 수트 등이 1930년대 패션의 글래 

머를 대표했다⑵ 반짝이는 장신구, 어깨를 감싸는 

은색의 여우털 케이프는 글래머 스타일을 완성시켰 

으며, 섹 시하고 극적 인 효과를 위한 라메 소재 의 이 

브닝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패션매체에서 종종，주 

조된 금 기 둥(columns of molten gold)'으로 묘사되 었 

다⑶ 가늘고 부드러운 신체선, 길고 정성들인 스타 

일의 블론드 염색머리, 두꺼운 화장에 성숙한 스타 

일의 진주 초커, 백금목걸이 등이 장식되었으며, 다 

양한 장식의 모자와 구두가 필수였다. 헤어스타일 

이나 화장에도 할리우드 글래머의 영향이 미쳤는데, 

'Greta Garbo 단발', 'Jean Harlow 금발", 'Joan Craw

ford 입술，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할리우드 글래 

머 스타일을 창조해낸 패션디자이너로는 Edward 

Molyneux, Mainbocher, Elsa Schiaparelli, Madame Gres 

등의 쿠튀르 디자이너들과 Gilbert Adrian, Travis 

Banton, Edith Head, Orry-Kelly 등의 커스튬 디자이 

너들을 들 수 있다⑷

2. 페미닌 글래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50년대 글래머는 제한 

되어 있던 소비욕구가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과 

극도의 페미니티로 표현된 페미닌 글래머로 표현된 

다’ 이 시기에 미국 사회는 높은 경제 성장으로 광 

범위한 분야의 번영을 이루어 풍요로운 라이프 스 

타일을 추구하였으며, 가정과 일터를 분리하고 소 

비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패션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페미니티가 강조되었다. 특 

히 1957년에 절정을 이룬 베이비붐 현상은 소비자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⑸ 할리우드 여배우에 집중되어 있던 글래머 스타 

일은 이 시기에 좋은 집과 비싼 가구, 쿠튀르 의상, 

멋진 차, 여행, 호화로운 호텔 등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된다.

Christian Dior가 발표한 뉴룩과 이 에 영 향을 받은 

1950년대 복식에는 과장된 가슴과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더 돌출되어 보이는 힙을 위하여 패드나 브래 

지어 혹은 가벼운 코르셋이나 페티코트가 내장되기 

도 했다 이를 통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은 짧은 길 

이의 재킷과 넓은 폭의 긴 스커트, 시뇽 스타일의 헤 

어, 깃털을 가미한 작은 모자나 베일 장식, 발목을 감 

는 끈이 달린 하이힐로 더욱 과장되 었다⑹ Simone de 

Beauvoir가，복식의 속박 시대'라 논했던 1950년대의 

9) Maria Costantino, Fashions of a decade: the 1930s, 2nd ed. (London: B.T. Batsfbrd, 1994), pp. 17-19.
10) 박주희, 김민자, “1930년대 할리우드에 나타난 글래머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권 6호 증보판 (2005), 

pp. 125-129.
11) David Bond, Op. cit., pp. 42-43.
12) 정흥숙, 복식문화사: 서양복식, (서울: 교문사, 1987), p. 298.
13) David Bond, Op. cit., p. 42.
14) 박주희, 김민자, Op. 由., pp. 127-129.
15) Alan Brinkley, The unfinished nation. 미국인의 역사 3, 황혜성 외 역 (서울: 비봉출판사, 1998), p, 211.
16) David Bond, Op. cit.,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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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페미닌 패션은 이렇듯 페미니티의 구속하는 이미 

지였다⑵ 미국의 디자이너 Anne Fogarty는 여성의 가 

장 중요한 역할은 부인이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부인은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항상 예 

쁘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와이프 드레싱(Wife Dr- 
essing)5 논리를 피력했다® Fogarty는 "와이프 드레 

싱의 첫째 조건은 완전한 페미니티다”라는 신조로 

완전한 페미니티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1930년대의 관능적인 할리우드 글래머는 1950년대에 

보다 냉정한 우아함을 지닌 페미닌 글래머로 대체되 

었고, 이때 디자이너들의 목표 소비자와 모델 이 제 안 

하는 나이는 30대였다.

1950년대는 쿠튀르 디자이너들이 강력한 영향력 

을 지녔던 시기로 패션의 동조성이 특징적이었다. 페 

미닌 글래머 스타일을 창조한 대표적인 쿠튀르 디자 

이너로는 뉴룩의 Christian Dior, 세 미-피트 룩의 테 일 

러드 수트를 제 안한 Cristobal Balenciaga를 들 수 있으 

며, 미국의 Jacques Fath는 Dior나 Balenciaga의 건축적 

글래머 스타일 대신 섹시한 라인과 장식적 디테일의 

'입을 수 있는 글래머(wearable glamour)，로 극찬받았 

다成 전후의 글래머 이미지는 파리의 쿠튀르 디자이 

너들, 유명모델들과 더불어 성숙한 모습으로 1950년 

대의 섹스 심벌이 된 Elizabeth Taylor, 관능적 외모의 

Ava Gardner, 순진하고 솔직한 성적매력을 지닌 

Marilyn Monroe, 냉정 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의 Grace 

Kelly 등 신세대 영화 스타들의 영향이 결합된 것이 

었다.

페미닌 글래머 시기에는 전후의 빠른 경기 회복으 

로 인한 높은 구매력, 대량생산, 패턴 및 재단기술의 

발달에 의한 패션의 민주적인 확산이 이루어졌고, 미 

디어의 발달로 스타 의 글래머는 신성을 잃고 접근 

가능한 것이 되었다. 한편, 글래머의 신비롭고 환상 

적인 어필이 상업화되고 서서히 상실되면서 거의 30 

년 동안 유지되었던 글래머의，황금기，는，팝 에이지，

의 도래와 함께 각색되고 그 빛을 잃어갔다珂

3. 리치 글래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는 조 

세개혁, 규제철폐 등의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며, 서유 

럽 여러 나라들의 온건파 혹은 중도우익정권들도 경 

제 성장과 개인적 부를 팽창시키는 유사한 정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상류층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 

다方 언론인들이 1980년대를 뜻하는 '탐욕의 10년，, 

돈 재미, 파티, 상품, 클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부 

족한..., 등의 묘사는 대부분 돈 문화와 글래머, 신흥 

부자의 신분 의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끄 한편, 베 

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 

의 소비 인구로의 성장 또한 이 시 기 글래 머 스타일을 

과시적 부를 표현하는 리치 글래머로 조망하게 한다. 

1980년대에 여피들은 Armani 수트, Gucci 로퍼, Ro

lex 시계로 자신의 구매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 

다.，라이프(life)，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어，부，, '소 

유', '성공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으며, 슈퍼스타 

와 TV 연속극 등을 통해 환상이 양산되 었고, 상업 적 

인 엘리트 계층과 셀레브리티가 소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方

패션의 초점이 I960, 70년대의 젊음에서 다시 부 

와 파워를 지닌 성숙한 여성에게로 옮겨짐에 따라 

1980년대의 리치 글래머는 전통적 글래머에 시대적 

관심이 부가되어 새로운 미적 특성을 담게 된다. 또 

한, 1960, 70년대에 침체했던 오트 쿠튀르 개혁과 신 

진 디자이너들의 급진적 디자인 시도는 글래머 스타 

일의 미적 특성 변화를 가속화시켰다约 Christian La- 

croix는，럭셔리와 위트를 동시에 원하는 새로운 세대 

의 옷'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리치 글래머 스타일 

을 주도한 디자이너로서 환타지를 가미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했다. 신격화에 가까운 찬사와 동시에 페미 

니스트들의 비난도 받았던 Lacroix의 디자인에서 프 

17) V시 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29.
18) Ibid., pp. 119-120.
19) Ibid., p. 24.
20) David Bond, Op. cit., p. 112.
21) Valerie Steele, Op. cit., pp. 110-111.
22) Ibid., p. 109.
23) Nigel Cawthom, Key moments in Fashion: the evolution of style, (London: Hamlyn, 1988), p. 158.
24) David Bond, Op. cit.,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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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러플, 辛프 등의 디테일과 푸시아 색상을 통한 환 

상은 매우 중요했다. 리치 글래머 스타일은 대담한 

색상으로 완성되었는데, 코발트블루, 생동감 있는 모 

브, 밝은 푸시아, 블랙에 대비되는 레드 등이 의복과 

장신구에 채택되었다. 메이크업 색상도 더 강렬해져 

눈과 입술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극적인 색상 

이 사용되었다. 한편, 힘 있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무 

스와 젤이 사용되었고, 모자 착용을 즐기는 여성들도 

많았다2 伽

부와 성공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 상품 문화의 

진보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섹스와 균형 잡힌 몸 

에 대한 관심으로 에어로빅, 조깅, 바디빌딩 등으로 

다듬어 진 근육질의 몸이 레 오타드, 라이크라 바이크 

반바지 등 바디 컨셔스 패 션경 향과 함께 크게 유행 했 

다. Azzedine Alaia, Thierry Mugler 등이 주도했던 이 

바디 컨셔스 패션은 보다 젊고 대담한 성적 이미지를 

표출했으며, 때론 물신주의적인 코르셋, 레이스와 함 

께 제안되었다%

리치 글래머는 리치 룩, 바디 컨셔스와 같은 전통 

적 인 글래머와 함께, 다가오는 세기말의 데카당트 글 

래머를 예고하는 다양한 전조를 지니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이미지의 오트 쿠튀르의 개혁을 주도한 Karl 

Lagerfeld와 하위문화에서 출발한 성과 젠더 문제를 

하이패션에 제기한 Jean Paul Gaultier는 이 개혁의 전 

조를 보여주는 디자이너로 논의될 수 있다. 침체를 

겪고 있던 샤넬하우스에 젊음의 생기를 불어 넣었던 

Karl Lagerfeld의 추대는 낡은 오트 쿠튀르 개혁의 시 

작이었다2加 그는 가죽, 데님, 큰 진주 무거운 골드체 

인 등으로 Chand을 격렬하게，해체，, Chanel 고객의 

평균연령을 50대 중반에서 3。대 후반으로 끌어내렸 

다. 하이패션에 표현된 나쁜 취향의 선구자이자 유 

혹, 전복과 친밀한 Gaultier는 스커트를 입은 남자와 

원뿔가슴의 코르셋드레스를 선보이며 섹스와 젠더 

이슈를 제안하였다. 한편, 아방가르드 패션 세계의 

Thierry Mugler는 패드 댄 어깨의 딱딱하고 구조적인 

실루엣과, 조인 허리, 하이힐의，버치(butch)?幻 글래 

머'를 선보였다.

리치 글래머의 아이콘으로는 슈퍼모델, 팝스타, 

TV스타 등을 들 수 있다.，글래마존(Glamazons)'이라 

불리는 공격적인 근육질의 '슈퍼모델' 이미지가 패션 

사진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할리우드 황금기 스타일 

의 TV 드라마가 인기였다翊 Marc Jacobs는 1985년, 

패션에 끼친 MTV의 영향에 관한 시상의 자리에서 

“섹스는 음악을 팔고 음악은 옷을 판다”라고 패션리 

더로서 팝스타의 역할을 강조했다勺

4. 데카당트 글래머

1990년대의 글래머 스타일은 경기불황과 세기말 

의 혼란이 반영된 데카당트라는 미적 특성으로 대 

표된다. 특히 과시적 부의 퇴폐적 표현이나 성적 

물신주의의 초여성성과 모호한 성의 표현으로 글 

래머 스타일 전반에 걸쳐 데카당트라는 미적 특성 

이 구현되어 데카당트 글래머는 이 시기 주류패션 

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였다. 동성 드랙과 치명 

성은 데카당트 글래머의 주요 특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

1) 동성 드랙

1990년대 데카당트 글래머의 선두에는 Versace가 

있다. 사실 Versace의 디자인은 전통적 글래머를 대 

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할리우 

드 글래머에 기초한 그의 디자인이야말로 슈퍼모델 

들의 완벽한 페미니티와 함께 인위적으로 건설된, 

비인간적이고 심지어 무생명의 형태를 구현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功. Versace가 제안하는 극도의 여성 

성은 정신분석학자 Joan Riviere가 주장한 '가면으로 

25) Ibid., pp. 70-71.
26) Valerie Steele, Op. cit., p. 135.
27)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1995), p, 273.
28) Valerie Steele, Op. cit., pp. 119-120.
29) Butch는，난폭한，,，사내같은，이라는 기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외에도 남성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의미 

의 명사로도 사용되는 속어이다.

30)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Konemann, 1999), p. 488.
31) Valerie Steele, Op. cit., p. 135.
32) Reka C. V. Buckley and Stephen Gundle, Op. cit., pp. 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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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여성성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화려한 가면 

이미지에서 젠더는 심층보다는 표면의 문제로 이해 

된다. 1992년 Thierry Muglei•는 드랙 아티스트를 자 

신의 쇼 모델로 세워, 젠더 그 자체가 수행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드랙의 캣워크 공연 

은 초여성성이 단지 '드랙 업어】 관한 것임을 드러 

내며, 이는 생물학적 성과 젠더 사이의, 그리고 외 

모와 내면 사이의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도 불안정 

충！게 할 수 있다. 즉, 여성 또한 여성으로서 드랙 업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어지는데, 여성으로 드랙 업 

하는 여성은 유혹보다는 위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 

다. 비록 보수적인 페미니티로 보일지라도 Versace 

의 규범에는 이러한 동성 드랙에 의해 제기된 위협 

이 메두사의 머리인 상표에서 인지된다. 유혹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메두사의 머리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젠더 결정불가능성으로 환치 되 며3이, Versace의 

초여성성은 이러한 젠더 결정불가능성의 위협에 의 

한 불안정성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메두사와 글래 

머는 동성 드랙의 형태로 결합되며, 초여성성은 유 

혹보다는 두려움과 연합된다. Mark Simpson均은 메 

두사를，글래머의 어머니이고, 그러므로 드랙의 어 

머니，로 묘사했다.

19세기 후반 아방가르드 회화에는 살로메와 주디 

드 등 소비자 자본주의의 화려한 전시가 물건에서 여 

성 자신으로 전이되는 양면성이 등장했는데, 20세기 

후반 감각적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열정을 지닌 Gal- 

liano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모호한 관계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문신 프린팅된 바디 스토킹을 슬 

립 드레스 속에 입혀 Gustave Moreau의，댄싱 살로메' 

를 연상시키기도 했으며（그림 1）, 바이마르 시대 독일 

카바레의 모호한 성성을 재현하기 위해 Christian Shad 

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장도착을 초여성적 디자인을 

발표하는 패션쇼 무대의 배경으로 세워 데카당트 패 

션이 드랙 업 하려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1> Dancing Salome, John Galliano (97 A/W).

2） 치명성

페미니티는 불안정한 기호이므로 글래머에서 호 

러로의 단절 없는 이행이 가능하다. 1990년대의 많은 

패션 이미지에서 여성은 일탈적 섹슈얼리티의 역기 

능성을 보여주었다. Baudelaire와 Benjamin의 분석에 

서 BucLGhicksmann询은 "여성은 모더니티의 상징으 

로 통용되지만, 레즈비언과 앤드로진의 유토피아에 

서 모더니티에 반하여 초인적인 항의를 한다”라고 

논했다. 레즈비언의 이미지가 결혼이나 섹슈얼리티 

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 모더니티에 반하고,

〈그림 2> 마네킹을 가장한 생명력 없는 모델들

(Dolce & Gabbana, Giani Versace). 

33) Laura Mulvey, “현대문화의 맥락에서 물신주의 이론에 관한 몇 가지 사각: 2［세기 문화 미리보기, 이영철 

편집 (서울: 시각과 언어, 1999), p. 345.
34) Caroline Evans, Op. cit., p. 122.
35) Mark Simpson, Male Impersonators: Performing Masculinity, (London: Cassel, 1994), p. 178, quoted in Ibid., 

p. 124.
36) Christine Buci-Glucksmann, Baroque Reason: The Aesthetics of Modernity, (London: Sage, 1994), p. 104, quoted 

in Ibid., p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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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여성의 복종에 저항하는， 

것을 또한 구현하기 때문에 이들의 패션 이미지는 여 

성 섹슈얼리티의 생식력이 없는 형태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팜므 파탈은 때론 레즈비언으 

로, 때론 뱀파이어로 묘사되었다. 레즈비언이나 뱀프 

의 섹슈얼리티는 Allen功의 팜므 파탈에 관한 묘사인, 

''그녀는 생산을 물신숭배하는 사회 안에서 아무 것 

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떠오르게 한다. 즉, 

최고의 성 도착은 생산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비 

생산적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일탈의 재현이 되는 것 

이다. 20세기말 패션사진에는 마네킹을 가장한 생명 

력 없는 모델들이 종종 등장한다（그림 2）’ 이는 Ben- 
jamin瑚이 패션은 재생산하지 않으며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제안하며 마네킹을 예로 든 것을 연상시킨 

다. Benjamin은 현대여성이 자신의 노화를 두려워하 

며 생산력을 억제하고 마네킹을 가장하려 한다고 논 

했다. 한편, Steven Meisel이 찍은 패션사진에는 종종 

마약복용이 연상되는 동성애모델들의 극도로 마른 

몸, 창백하고 무관심한 시선의 연출도 발견된다. 세 

기말 데카당트 패션에 나타난 이러한 무기력과 데카 

당스를 혼합한 헤도닉 이미지는 19세기 보헤미안들 

의 마약복용이 페미니티로 이어졌던 사실에 기원한 

다39）, 19세기말 팜므 파탈이 자본주의 모더니티와 끊 

임없는 창의적 생산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20세 

기말 레즈비언과 뱀프 또한 문화, 이미지 그리고 기 

술의 새로운 형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통제를 벗어난 페미니티에 대한 두려움이 생식력 

없는 섹슈얼리티의 '일탈' 현상으로 표현된다면, 아 

름다운 여성의 죽음의 재현은 이러한 두려움의 정복 

의 형태일 수 있다. 패션과 죽음의 연결은 모더니티 

의 구조에서 건설된 것으로 1824년，패션과 죽음의 

대화어〕서，둘 다 덧없음의 출생，이라고 표현한 이태 

리 시인 Giacomo Leopardi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 

기 모더니티는 아름다운 여인의 음울한 죽음 이미지 

로서，공포를 소개했다4°）. Townsend시는 “패션은 항 37 38 39 40 41 

37) Virginia M. Allen, The Femme Fatale: Erotic Icon, (New York: Whitson, 1983), p. 4, quoted in Ibid., p. 129.
38) Susan Buck-Morss, The Dialectics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IT Press. 

1989), p. 101, quoted in Ibid., p. 186.
39) Rebecca Arnold, Fashion, Desire and Anxiety： Image and Morality in the 20th centur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p. 48-55.
40) Caroline Evans, Op. cit., p. 136.
41) Chris Townsend, Rapture: Art's seduction by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2002), p. 8.

상 죽음의 일종이 다. 모든 패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줄 것이라 약속하지만, 불행히도 패션은 완벽으로의 

길이 까마득히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다시 패션을 채택한다.” 라고 말 

하며, 패션과 죽음을 관계시켰다. 그는 또한 열망을 

얻고 만족하는데 실패한 현대 패션의 치명성은 예술 

과의 공유로 더욱 드러난다고 설명하며, Andy War- 

hoL의 죽은 스타 Marilyn Monroe 얼굴을 실크스크린 

한 작품이 럭셔리의 상징 인 Versace의 메두사와 조우 

한 사실을 언급했다.

5. 트래쉬 글래머

2000년대의 글래머 스타일은 새로운 세대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지닌 하위문화와의 친밀성, 위험을 취 

하려는 열망이라는 특성과 함께 대중문화의 노스탤 

지어와 의미 없는 모방, 위조의 트래쉬니스 미학 등 

으로 다양함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의해 많은 것을 동 

시에 포괄하는 트래쉬 글래 머로서 그 대표성 이 조망 

된다. 세 기 말부터 시작된 역사와 이국에 대한 관심은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클럽 키드들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과거를 찾아다니게 했고, 아방가 

르드 패션디자이너들은 트래쉬니스 정신으로 레트로 

와 에스닉을 이용하였다, 이는 과거에의 향수나 아이 

디어의 부족이 아닌, 맥락에서 벗어난 이미지만의 조 

합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패션은 다양성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Galliano는 취향과 귀족에 주목한，올드，쿠튀르에 

반대하며 글래머 래퍼인 Lil'kim, 팝 싱어 Courtney 

Love, 1930년대 여배우 Marlene Dietrich 등에 주목하 

였다 그의 레트로에 기반한 트래쉬니스 미학은 1980 
년대의 클럽문화를 힙합 및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1990년대 후반의，블링 블링，과 연합시켜 디오르 고 

객이 누가 되어야 할지의 사고에 변화를 제안했는데 

（그림 3）, Rosa42）fe 글래머 미학을 대중화시킨 블링 

블링을 글래머의 과도함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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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o쇼, 01A/W.

〈그림 4> Versace 광고사진, 00A/W.

했다.

부와 지위를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한 00A/W 컬렉 

션의 캣워크와 광고캠페인에서 Versace는 아름다운 

집과 값비싼 보석, 럭셔리한 의복으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뻔뻔스러운 부자의 모습, 풍부하고 자신에 

찬 여성을 이미지로 채택했다. 캣워크의 화려하고 고 

급스러 운 털 코트, 과감한 네크라인, 잘 다듬은 헤 어 

스타일, 하이 글래머 화장은 1980년대의 리치 글래머 

를 불러 일으켰으며, Steven Meisel이 촬영 한 광고캠 

페인에서 모델들의 비싼 머리와 베이지 색조의 화장, 

날씬하고 탠 한 다리, 카멜, 크림, 그리고 네이비 컬 

렉션의 매끈한 테일러링, 1970년대 패턴의 정갈한 니 

트웨어, 털 코트 등으로 눈에 띄는 소비와 패러디 사 

이의 보다 진지한 이미지를 포착했다（그림 4）. 초유 

한족의 아름답고 확신에 찬 이러한 이미지는 1980년 

대의 TV연속극「Dallas，와 "Dynasty，를 연상시켰는데, 

이로써 Versace는 나쁜 취향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句

현대 패션의 스펙터클은 의복과 함께 모델의 상품 

화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ODS/S에 은 동전으 

로 만든 드레스를 발표했던 Julien Macdonald는 01S/S 
에는 천 여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코사지가 달린 

백만 파운드짜리 미니드레스를 만들어 눈썹에도 다 

이아몬드를 장식한 모델을 통해 머리끝에서 발끝까 

지 가치를 구체화시켰다⑶ 같은 시즌, 런던의 Maria 

Grachvogel가 발표한 이십오만 파운드짜리 다이아몬 

드 드레스, 그전 시즌 밀란의 Antonio d'Amico가 선보 

인 350여개의 다이아몬드가 덮인 이백만 달러짜리 웨 

딩드레스와 함께 이들은 상품화된 것이 모델인지 아 

니면 의복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灼 이러 

한 작품들은 정교히 세팅된 보석장식과 거대한 깃털 

로 나체에 가까운 몸을 연장시킨 19세 기 후반 상품 문 

화의 쇼걸 커스튬을 연상시킨다絢 Macdonald의 01S/S 

패션쇼의 떠들썩한 쇼비지니스는 이러한 연결을 명 

백히 하였는데, 그는 백 만 파운드짜리 드레스와 함께 

크리스털 거울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여성, 

의복, 셀레브리티 게스트들, 캣워크-을 금과 은유적 

담화로 변형시켰고 이*로써，페미니티는 상품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Macdonald가 McQueen의 후임 

으로 Givency에 영 입 되 었던 일은 프랑스 오트 쿠튀르 

의 이미지가 지닌 좋은 품질과 훌륭한 재단의 오래된 

42) Joseph Rosa, ''Fabricating Affluence," in Glamour: fashion^industrial design ^architecture, ed. Joseph Rosa 
(San Francisco Museum of Modem Art in association with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pp. 
18-19.

43) Valerie Steel, ''Fashion." in Op. cit., ed. Joseph Rosa, p. 42.
44) Claire Wilcox, Radical Fashion, (New York: V&A, 2001), p. 52.
45) Caroline Evans, Op. cit., p. 113.
46) Andrew Bolton, Wild: fashion unta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association w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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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부터 나쁜 취향의 셀레브리티로 이동하고 있 

음을 확실히 했다4刀 J”] sander와 같은 엄격한 미니멀 

리스트에 의해 점유되었던 1990년대 하이패션은 엘 

리트의 좋은 취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캣워크에 대 

중문화의 이미지를 영속시킴으로써 대중시장 판매를 

증대시켰으며, 여성 자신의 스펙터클한 패션 이미지 

는 상품의 스펙터클 이미지와 혼합되어 스스로를 상 

품화시켰다. Donatella Versace 또한 역사적 이미지를 

21세 기에 재작업, 19세 기 쇼걸의 현대식 버전을 선보 

였다. 특히 커다란 보석 핀 하나로 크러치 부분에서 

여며지는 쉬폰 플레어 드레스는 다른 Versace의 옷들 

처럼 빠르게 여배우와 셀레브리티들에게 번져나갔고, 

이 드레 스는 Bath Museum of Costume의 '올해 의 드레 

스，로 선정되었는더】, 저널리스트 Lisa Amstrong은 이 

드레스가 패션과 셀레브리티의 공생관계의 정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4分

m.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변화를 미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글래머 스타일의 미적 가치는 글래머 

를 물신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削에서 도 

출된 것으로, 상품 물신주의의 과시적 사치성, 신비 

적 우상성, 성적 물신주의의 인위적 여성성, 유희적 

퀴어성으로 구분된다. 미적 가치와조형적 특성의 비 

교분석을 통해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연속성과불연 

속성 또한 논의하고자 한다.

1. 미적 가치

1）과시적 사치성

McCracken이 논했던 현실과 이상의 가교로서의 

'전이된 의미'는 종종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사치 

로 이해된다瑚 전이된 의미로서，황금기를 회상하고 

구가하는 현대 패션의 글래머 스타일，이 굉장한 부를 

필요로 하며, 또한 그 부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 

은 글래머 초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대공황 시기에 꿈과 이상을 심어준 할리우드 글래 

머의 과시 적 사치성은 스타의 화려함과 호사로 제안 

되었으며, 페미닌 글래머의 과시적 사치성은 전후의 

호경기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좋은 차, 교외의 멋진 

집, 비싼 가구와 오트 쿠튀르 의상 등을 소비하는 풍 

요로운 미국인 라이프 스타일로 대표된다. 탐욕의 시 

기, 돈과 계급이 드러나는 시기의 리치 글래머는 과 

시적 사치성이 특히 대두되는 시기로 이때 글래머의 

눈에 띄는 사치는 사회문제로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 

으키 기도 했다. 데카당트 글래 머의 과시적 사치성은 

나쁜 취향의 퇴폐주의적 부의 과시로 나타났으며, 트 

래쉬 글래머에서는 상품물신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여성을 연출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담한 부 

의 과시가 파악되었다.

글래머 스타일의 과시적 사치성이 지니는 과도한 

장식이라는 특성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바이어 

스 컷의 신체곡선이 두드러지는 드레스로 대표되는 

할리우드 글래머는 비이드, 보석, 모피 등 사치성 장 

식이 필수적이었지만 페미닌 글래머는 아우어글라스 

라는 과장되고 인위적인 실루엣을 구성하고 유지하 

기 위한 부속물들이 주로 의복의 내부에 부착되었고, 

많은 장식 이 부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세 기 후반 

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는 퇴폐적이고 과도한 장 

식은 나쁜 취향이라는 글래머의 내적 의미와 맞닿으 

며 글래머 스타일의 주요한 조형적 특성을 이룬다. 

과도한 장식과 함께 과시적 사치성의 또 다른 특성으 

로 도출된 부의 과시는 글래머 스타일의 모든 시기를 

걸쳐 나타났으며, 할리우드 글래머나 페미닌 글래머 

에서 지향하는 부가，대를 잇는 부（이d money），로서 

나타났다면, 리 치 글래 머 이후 데카당트와 트래쉬 글 

래머에서는 신흥부자의 나쁜 취향을 드러내는 것으 

로 변화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과시적 사치성은 인위적 관능성과 함께 글래머 스 

타일의 주요한 미적 가치로서 모든 유형에서 비중 있 

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리치 글래머에서 더욱 두 

47) Caroline Evans, Op. cit., p. 113.
48) Ibid., p. 115.
49) 박주희, 김민자, Op. cit., pp. 173-187.
50) Grant McCracken, 문화와 소비,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p. 2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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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게 나타났음이 고찰되었고, 21세기의 트래쉬 

글래머에서도 사치성은 글래머 스타일의 주요 특성 

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2) 신비적 우상성

오늘날의 글래머 스타일이 꿈의 공장, 할리우드가 

제조한 스타가 지니는 글래머에 기원하는 바 글래머 

스타일이 지니는 신비적 우상성이라는 미적 가치는 

항상 스타와 관련한다. 할리우드는 스타에게 신성을 

불어 넣었지만, 그 신성은 페미닌 글래머에 이르러 

미 약해진다. 영화에 대한 관심 이 다른 분야로 이동되 

면서 신비적 우상성을 지닌 스타는 할리우드 여배우 

만이 아닌 패션모델, 쿠튀르 디자이너 등으로 확산된 

다. I960, 70년대 젊음의 하위문화가 크게 유행한 뒤 

다시 찾아온 리치 글래머 시기에 이르면 신비적 우상 

성을 지니는 스타는 영화배우와 드라마배우, 팝가수, 

슈퍼모델 신세대 디자이너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민주화되어 현대의 셀레브리티 문화로 이어진다. 스 

타가 다양해지면서 할리우드 글래머시기의 신적존재 

로서의 스타는 더 이상 모범이고 이상이 아니라, 다 

양한 취향과 장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유희적 존재 

가 되어간다.

신비적 우상성이 지니는 매혹적인 반짝임과 스펙 

터클 또한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초기의 글래머 

가 지닌 반짝임이 은은하고 신비스러운 것이었다면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글래머의 반짝임은 뚜렷하 

고 저속하기까지 한, 나쁜 취향을 드러내는 반짝임 

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블링 

-블링이다. 한편,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용 

된 클로즈 업 기법이 스타의 장관의 미를 연출했다 

면 현대의 장관, 즉 스펙터클은 영화매체 뿐만 아니 

라 패션쇼, 시상식의 레드카펫, 심지어 셀레브리티가 

모이는 행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져 더욱 다양한 

형태의 스펙터클한 글래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으로서 글래머 아이콘은 역시 상품으로서 패 

션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시기의 글래머 스타 

일에서 주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하지만 할리우드 여 

배우에서 현대의 셀레브리티로 이어지는 글래머 아 

이콘이 지니는 비중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신비적 우상성은 할리우드 글래머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의 미적 가치로 나타났고, 이후의 모든 유형에 

있어서도 고르게 비중을 지닌 미적 가치로 나타났다.

3) 인위적 관능성

글래머 스타일이 지니는 인위적 관능성은 영화 속 

성애화, 상품 문화의 성적 물신화된 여성을 통한 아 

름답고 황홀한 여성성의 구현이다. 할리우드 글래머 

가 제조한 관능성은 위험을 지닌 요부에 정신성을 가 

미한 전통적 여성성이었는데, 이는 남편을 위해 아내 

로서 옷을 입는 페미닌 글래머 시기의 아우어 글라스 

라는 인위적 실루엣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여성이 파 

워를 지니고 보다 공격적인 글래머를 발산하는 시기, 

퇴폐적 세기말과 새로운 세기로 갈수록 인위적 관능 

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 위험과 걱정을 일으키는 

초여성성을 구가하게 된다.

글래머의 인위적 관능성이 지니는 특징으로는 신 

체 혹은 신체곡선의 노출과 초여성성을 들 수 있다. 

할리우드 글래머가 구현한 노출이 우아하고 황홀한 

미의 추구였다면 페미닌 글래머의 노출은 신체의 노 

출이 아니라 신체곡선의 과장된 표현으로서 보다 전 

통적, 보수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세기말의 노출은 

더욱 명확한데, 이 시기의 패션모델들은 1세기 전 쇼 

걸의 노출을 무표정하게 연출해내고 성적 상품으로 

서의 연합을 행한다. 한편, 초여성성은 초기 글래머 

보다는 20세기 후반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글 

래머의 초여성성의 구현은 퀴어성에서 설명될 성모 

호성과 죽음의 논의로까지 이어진다.

인위적 관능성은 글래머 스타일의 영속하는 미적 

가치로서 파악된다. 유혹하는 여성의 의례와 술책을 

내포하는 인위적 관능성은 글래머 스타일의 전 시기 

에서 비중 있게 나타났으며, 관능성의 극단적 구현에 

의해 나타나는 퀴어성까지 포함한다면 글래머 스타 

일의 가장 중요한 미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페미닌 글래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난 인위적 관 

능성은 데카당트 글래머와 트래쉬 글래머에서도 주 

요하게 논의되었다.

4) 유희적 퀴어성

인위적 가장을 통한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놀이로 

서의 글래머는 유희적 퀴어성을 지닌다. 이는 초기 

글래머보다는 글래머의 기원인 19세기의 세기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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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20세기말과의 연합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 

로서, 초기 글래머보다는 최근의 글래머에서 보다 중 

요해진다. 할리우드 글래머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된 

동성애의 가능성은 영화 속 남장여자의 모습으로 나 

타났다가 영화의 검열규제와 함께 사라졌으며, 1980 

년대 이후 페미니즘 영화이론가들에 의한 영화 속 성 

담론의 확대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日). 현대 글래 

머에 나타난 유희적 퀴어성은 리치 글래머 시기에 고 

스(goth), 퍼브스(pervs) 등의 성도착적 하위문화에서 

구현되었으며, 과도함을 취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하이패션 개혁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 데 

카당트 글래머와 트래쉬 글래머 시기의 현대 글래머 

에 이르러 모호한 성적 정체성, 죽음 등 자극적이고 

사악한 의미를 지닌 글래머 근원의 의미에 의해 다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유희적 퀴어성의 특성으로는 퇴폐적 조형과 모호 

한 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리치 글래 

머의 초여성성을 지나 데카당트 글래머 시기에 절정 

을 이루었으며, 트래쉬 글래머에서는 다양한 이미지 

들의 무의미한 조합으로 표현되는 트래쉬니스 미학 

과 함께 세기말 데카당트 글래머의 진지함보다는 유 

희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보하였다.

인위적 관능성의 극단적 구현으로 볼 수 있는 유 

희적 퀴어성은 리치 글래머에서는 Mugler, Gaultier 

등 선두적인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단초로서 나타 

났으며, 세기말의 데카당트 글래머에서 가장 두드러 

진 미적 가치로, 트래쉬 글래머에서는 극단적인 표현 

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고찰되었다.

2. 조형적 특성

할리우드 글래머에 나타난 대표적인 실루엣은 신 

체의 혹은 신체곡선의 노출이 두드러지는 몸에 꼭 맞 

는 실루엣이다. 등이 노출되는 홀터 탑 혹은 어깨가 

노출되는 끈 없는 탑의 타이트 스타일에 허리 아래부 

터 플래어나 개더의 트럼펫 실루엣 혹은 깊은 슬릿의 

타이트 실루엣 스커트가 연결된 드레스가 주를 이루 

었다. 이 실루엣에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는 이 시기 

의 이상적인 신체곡선을 위해 코르셋이 부착되기도 

하고, 바이어스 컷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스타일 

을 이루는 소재 와 부속으로는 시 레 가공으로 은은한 

반짝임을 지닌 새틴, 그레이프 백 새틴, 벨벳, 신체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레이스, 쉬폰, 신비스러운 반 

짝임을 지닌 라메, 비 이드, 옷에 부착되거 나 장신구 

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 고가의 은빛 모 

피, 깃털, 모피, 베 일 등으로 장식 된 모자 등을 들 수 

있다.

페미닌 글래머는 아우어 글라스 실루엣의 테일러 

드 수트와 피트되고 짧은 재킷, 길고 넓은 폭의 풀 스 

커트가 이루는 초여성적인 실루엣으로 대표된다. 큰 

가슴과 곡선의 몸매를 강조하는 이 룩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래지어와 패드, 심지어 코르셋이나 페티코트 

가 내장된 옷이 보편적이었다. 약 30년간 지속된, 몸 

매를 드러내는 실루엣은 서】미-피트 실루엣으로 변화 

의 과정을 걷는다. 이 새로운 실루엣은 둥근 어깨의 

완벽히 균형 잡힌 서】미-피트 재킷과 종아리 길이의 

펜슬-슬림스커트로 대표되는 것으로 냉정한 우아함 

과 엄격함을 지닌 상류층의 성숙한 여성들에게 채택 

되었던 룩이다. 고급 테일러링 소재의 데이 수트와 

양질의 실크, 가볍고 약한 광택이 있는 타프타와 새 

틴으로 만든 드레스의 페미닌 글래머에는 블루-그레 

이 및 블랙과 함께 핑크, 레몬옐로, 라일락, 모브 등 

의 페미닌한 색상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깃털이나 

베일 장식이 있는 작은 모자, 횐 장갑, 평범한 혹은 

발목을 묶는 끈이 있는 하이힐 등이 페미닌 글래머를 

이루는 부속들이다.

프릴, 러플, 푸프(pouf) 등으로 부풀려진 환상적인 

실루엣은 리치 글래머를 대표한다. 또한, 레깅스, 레 

오타드, 라이크라 바이크 쇼트 등의 바디 컨셔스 실 

루엣, 나선형 절개선, 곡선 다트 등의 구성선 등으로 

이루어진 페미닌 실루엣은 신체곡선을 강조하였으 

며, 코르셋과 벨트는 이 실루엣을 극대화시켰다. 패 

드 댄 어깨, 조인 허리의 딱딱하고 구조적인 실루엣 

도 공격적인 파워를 지닌 리치 글래머를 대표한다. 

실크, 린넨, 울 등 고급 테일러링 소재와 스트레치 벨 

벳 등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리치 글래머 스타일의 

전형적 소재이며, 코발트블루, 생동감 있는 모브, 밝

51) 정재 향, “영화의 양성성 개 념 연구: 칼 구스타프 융의 

문, 2001), pp. 36-43.
분석심리학적 해석，，(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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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푸시아, 블랙에 대비되는 레드 등 대담하고 강렬 

한 색상이 의복과 장신구에 표현되었으며, 오렌지, 

옐로, 라임 그린 등의 색상들도 사용되었다. 한편, 힘 

있는 헤어스타일의 연출을 위해 무스와 젤이 사용되 

었으며, 하이힐은 필수 아이템이었다.

데카당트 글래머 시기는 많은 트랜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세기말이므로 다양한 실루엣과 조형성이 

제안되었다. 데카당트 글래머를 대표하는 실루엣은 

신체와 신체곡선을 드러내는 퇴폐적인 실루엣으로서 

이는 1930년대나 1950년대의 전통적 여성성이 아닌 

성 도착적 의도를 드러내는 공격적이고 대담한 실루 

엣이었다. 이 실루엣은 라인스톤, 스와로브스키, 다 

이 아몬드 등 다양한 보석류와 모피 등의 과도한 장식 

을 통해 더욱 과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트래쉬니스 미학을 통해 역사와 이국에 대한 관 

심으로 보다 다양해진 패션의 조형성은 트래쉬 글래 

머의 조형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데카당트 글래 

머에 이어 19세기말의 고급매춘부나 쇼걸을 연상케 

하는 극도로 여성적이고 스펙터클한 실루엣이 이전 

시기보다 밝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신체를 드러내 

는 실루엣이 상품화된 모델에 의해 자신에 차고 당 

당한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뻔뻔한 부의 과시적인 

표현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피, 과감한 네크라 

인, 잘 손질한 머리, 짙고 반짝이는 화장 등으로 완 

성되 었다.

3. 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

본 절에서는 함연자列의 양식변화의 연속성과 불 

연속성 모형을 연구의 틀로 이용, 글래머 스타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하였다. 20세 기 패션에 나 

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통시적 고찰과 미적특성 논의 

의 결과를 통해 사치성, 관능성에 있어 나쁜 취향의 

글래머가 하이패션에서 주류로 나타나는 현상, 우상 

성에서 디자이너와 셀레브리티의 공생 관계로 글래 

머 스타일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 퀴어성에서 디자 

이너의 개념 탐구로 창조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 등의 

연속성, 불연속성이 파악되었다.

19세기 고급매춘부의 상류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유혹하는 여성의 술책과 매력인 글래머 스타 

일은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세기를 아우르며 주 

류패션, 즉 하이패션의 영역에서 구현되었다 사치성 

과 관능성이 주요 미적 가치로 표현되는 글래머 스타 

일은 패션에서 엘레강스 개념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Rosa'〉가 언급했듯 

이 엘레강스의 이복동생인 글래머 스타일은 엘레강 

스의 고급 취향이 아닌 나쁜 취향으로서 과시적인 사 

치, 인위적인 관능을 구현하는 개념이며, 고급매춘 

부, 여배우, 쇼걸이라는 하류사회의 아이콘을 통해 

구현된 글래머가 현대 패션에서 하이패션의 주요 트 

랜드로 정착된 현상은 오히려 패션의 상향전파로 파 

악된다. 본고에서는 글래머 스타일의 사치성과 관능 

성에 있어서 '나쁜 취향'이 글래머의 기원에서 최근 

의 글래머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지니고 나 

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외형적 경기가 호황이었 

던 리치 글래머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치 

성이 부각되었던 점, 혼란과 불안의 시기였던 데카당 

트 글래머에서 사치성과 관능성의 기조에 퇴폐주의 

가 함께 표현되었던 점, 무의미한 이미지 조합의 트 

래쉬 글래머 시기에 사치성과 관능성이 당당하고 자 

신에 찬 자발적 열망으로 표현되었던 점 등을 불연속 

성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1930년대의 할리우드 여배우에서 오늘날의 셀레 

브리티로 이어지는 글래머 아이콘이 지니는 우상성 

은, 신성으로서의 스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 

늘날에도 모든 시기에 있어서 글래머 스타일의 중요 

한 미적 가치로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여배우를 비롯 

한 글래머 아이콘들이 스타 시스템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하이패션을 지배하기 시작한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는 자본의 원리가 있다. 스타는 가장 쉽고 효과적으 

로 물신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며 글래머 스타일로써 

디자이너와 스타의 공생관계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 

이다. 할리우드 글래머 시기에는 불황과 전쟁이라는 

사회문제와 영화의 결합이 스타라는 우상을 낳았고, 

리치 글래머 이후의 시기에서는 패션과 연예 산업의 

공생관계로 셀레브리티라는 보다 확장된 영역의 스 

52) 함연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 20-22.
53) Joseph Rosa, "Fabricating Affluence," in Op. cit., ed. Joseph Ros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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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를 낳았다. 따라서 모든 시기에 있어서 글래머 스 

타일의 우상성은，스타'를 매개체로 표현된다는 점이 

연속성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영화배우에서 셀레브 

리티로 확장되는 '스타，의 개념이 변화하는 현상, 주 

목받는 스타의 유형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 

지는 현상 등을 불연속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패션을 비롯한 창조의 영역에서 자주 채택되 

는 글래머 스타일은 부정적, 심지어 사악한 의미의 

기원적 탐구에 의해 더 다양한 미적 특성을 구가한 

다. 역사와의 친밀함으로 창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 

는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현되는 이 스타일은 글 

래머 스타일의 퀴어성으로서 다양한 조형성으로 파 

악되었으며, 이는 세기말 현상과 디자이너의 개념 탐 

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불연속성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변화 

추이는〈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W.결론

본 논문은 기원에 근거한 글래머의 이론적 기반을 

물신주의로 본 선행 연구를 토대로, 20세기를 아우르 

는 글래머 스타일을 사적 고찰하고 그 결과를 미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고찰은 기원에 근거한 제한적 틀을 적용하여, 기원 

으로서의 1930년대 할리우드 글래머, 제2차 세계대 

전의 발발로 제한되어 있던 소비욕구가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과 극도의 페미니티로 표현된 1950년 

대의 페미닌 글래머, 경제 성장과 베이비 부머들의 

성장에 의한 소비인구증가로 더욱 적극적이고 과장 

되게 표현된 1980년대의 리치 글래머, 경기불황과 

세기말의 혼란이 반영된 1990년대의 데카당트 글래 

머, 대중문화의 노스탤지어와 의미 없는 모방, 위조 

의 트래쉬니스로서 표현되는 21세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트래쉬 글래머 등 다섯 시기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시기에 따른 글래머 스타일을 미적 특성의 측면 

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시적 

사치성은 할리우드 글래머에서는 스타의 화려함과 

호사로 제안되었으며, 페미닌 글래머에서는 좋은 

차, 교외의 멋진 집, 비싼 가구와 오트 쿠튀르 의상 

을 소비하는 풍요로운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 

타났다. 탐욕의 시기, 돈과 계급이 드러나는 시기의 

리치 글래머에는 글래머의 눈에 띄는 사치가 사회문 

제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데카당트 글래 

머에서는 나쁜 취향의 퇴폐적 부의 과시로서, 트래 

쉬 글래머에서는 상품으로서의 쇼걸을 연출하는 당 

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담한 부의 과시가 파악되었 

다. 둘째, 신비적 우상성은 할리우드 글래머 시기 여 

배우의 신성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페미닌 글래머 

에 이르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야로 이동되 

면서 스타는 할리우드 여배우만이 아닌 패션모델 

쿠튀르 디자이너 등으로 확산되었다. 리치 글래머 

시기에 스타는 영화배우, TV 연속극배우, 팝가수, 슈 

퍼모델 신세대 디자이너 등으로 민주화되어 트래쉬 

글래머의 셀레브리티 문화로 이어지는더】, 스타는 더 

이상 모범이나 이상이 아니라, 다양한 취향과 장관 

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유희적 존재가 되었다. 셋째, 

인위적 관능성은 할리우드 글래머에서는 위험을 지 

닌 요부에 정신성을 가미한 전통적 여성성이 인위적 

관능성으로 파악되 었고, 이는 남편을 위해 아내로서 

옷을 입는 페미닌 글래머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리 

치 글래머에서는 공격적인 글래머를 발산하는 관능 

성이, 퇴폐적 세기말의 데카당트 글래머, 새로운 세 

기의 트래쉬 글래머로 갈수록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 

위험과 걱정을 일으키는 초여성적 관능성이 구가되 

었다. 넷째, 유희적 퀴어성은 초기의 할리우드 글래 

머보다는 글래머의 기원인 19세기의 세기말 현상과 

20세 기의 세기말과의 연합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 

으로서, 리치 글래머 시기에 구현된 성도착적 하위 

문화의 시도가 과도함을 취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하이패션 개혁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서 데카당트 글래머와 트래쉬 글래머 시기에 이르러 

모호한 성적 정체성, 죽음 등 자극적이고 사악한 의 

미를 지닌 글래머 근원의 의미에 의해 다시 그 의미 

가 확장되었다.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 

한 결과, 사치성, 관능성에 있어 나쁜 취향의 글래머 

가 하이패션에서 주류로 나타나는 현상, 우상성에서 

디자이너와 셀레브리티의 공생관계로 글래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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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스타일의 사적 변화 추이

사회 

문화적 

요인

미적 가치

상품 물신

과시적 신비적

사치성 우상성

성적 물신

§위적 I蓦희적 

관능성 丨 퀴어성

조형적 특징

주요

미적

가치

대표 

디자이너

할

리

우

드

 

글

래
머
 

페

미

닌

 

글
래

머

 

리

치

 

글
래
머

-대공황: 

주식폭락 

기업도산 

대량실직

-할리우드 

황금기

- 급속한 

경제회복

베이비붐:

소비 수요 

-여성의 

신비 

이데올로기

■경기 부양: 

산 흥부자 

（여피） 

돈 파워, 

성 중요 

■몸의 강조

할리우드

스타의 할리우드

화려함과 여배우

호사

신채곡선을 

드러내는 

실루엣

영화 속 

남장여 성

바이어스 컷 

스킨타이트

새틴/레이스/벨벳

/크레이프 백 새틴

/쉬폰/ 라메 

다이아몬드/인조보석/ 

고급 모피/짙은 화장/ 

화려한 장신구

신비적 우상성 Molyneux 
Mainboucher 
Elsa Schiap^elli 
Gilbert Adrian 
Travis Banton 
Edith Head

멋진 차

/집/가구/ 

쿠튀르 

의상

할리우드 

여배우, 

패션모델, 

쿠튀르 

디자이너

아우어 

글라스 

와이프 

드레싱

아우어글라스

（인위적 가슴 강조） 

스킨타이트드레스

시뇽헤어

깃털 달린 모자 

끈 있는 하이힐

장갑

인위적 관능성

Christian Dior 
Cristobal 

咨 I Balenciaga 
ii J Jacques Fath

눈에 

띄는 

사치

영화배우 

TV 스타 

팝가수 

슈퍼모델 

디자이너

의

조

 
디
 

모

口가

바

 
스

렌

지

 한
 

레
 

이
 디

호

 
의
 바

걸

 

세
 
본
 
모
 
성
 카
 
쇼

바디 컨셔 스:

나선 절개/곡선다트

노출소재

실크/린넨/울

스트레치 벨벳

대담, 강렬한 색상

뚜렷한 윤곽의 화장/ 

무스/젤

과시적 사치성 Christian
Lacroix

Azzedine Alaia 
Karl Lagerfeld 
Thierry Mugler 
Jean Paul 
Gaultier

데

카

당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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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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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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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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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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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팜므 

파탈

드랙 

뱀프 

메두사 

모호한 

성 

;M O

몸의 강조

퇴폐적 여성성 

자신에 찬 노출

과도한 장식: 

모피/깃털/타투/ 

라인스톤/스와로브스 

키/다이아몬드

짙은 화장

유희적 퀴어성 Mario V^entino 
Gianni Versace 
Thierry Mugler 
Alexander
McQueen 

John Galliano

트
래
쉬
 

글
래
머

트래쉬니스 

문화: 

레트로 

에스닉 

음악

의

화

 한
 

델

番
당
 치
 

모
 
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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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브리티 

의 스펙터 

클 이미지

당당한 

쇼걸 

이미지 

연출

주체로서 

의성도착

쇼걸이미지의 신체 

노출

부를 과시하는 고급 

테일러 링

다이아몬드/모피

고급소재, 손질된 머 

리, 짙고 반짝이는 화 

장, 반짝이는 장신구

과시적 사치성

John Galliano 
Donatella
Versace 

Julien 
Macdonald 
Alexander
McQueen 

Roberto Cav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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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 퀴어성에서 디자이너의 개 

념 탐구로 창조의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 등이 논의되 

었다. 이로써 사치성과 관능성에 있어서，나쁜 취향， 

과 우상성에 있어서，스타라는 매개체의 존재，는 글 

래머 스타일의 연속된 특징으로, 세기말의 퇴폐주의 

현상과 디자이너의 개념 탐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퀴 

어성은 글래머 스타일의 불연속된 특징으로 파악되 

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뿐만이 아니 

라 미학적 능력을 가진 대중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대중을 위한 현대 패션의 풍요로움의 표 

시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작되 

어질 것이며, 아울러 글래머 스타일의 많은 구성물과 

복잡한 역사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한하였던 남성의 글래머 

나 젊은이의 하위문화에서 나타나는 글래머에 대한 

연구 등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글래머 스타일에 관 

한 연구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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