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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ra-sexual phenomenon that is recently focused is one of the new factors, which is focused when 
explaining the life style of progressive woman’s image and it is creating cultural category. Moreover, the contra 
sexual people that are rising as new consuming subjects are not simple primary consumers but their shopping 
culture and cultural tastes are giving effects to many people. Because of the tendency, marketer of consuming 
industry are making efforts to predict the changes of contra-sexual people’s shopping habits and tas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contra-sexual phenomenon and research the fashion design aiming at that in order to predict 
woman’s fashion imag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tudy considered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contra-sexual 
phenomenon and surveyed its example in the popular culture. And, the study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contra-sexual fashion shown in the public cultures such as drama and movie. On the basis of the result, design 
was suggested by reflecting contra-sexual fashion characteristic under the concept of ‘Urban Splendor’. From the 
results above,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contra-sexual phenomenon, which appeared 
as a trend and understand new woman’s image and the fashion that has changed because of it.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of contra-sexual phenomenon, which plays as an important variable in 
woman’s fashion, fashion accessory, cosmetic and advertisement field but it is hard to clarify, by analyzing the work 
aiming at contra-sexual phenomenon will be helpful for predicting the change of woman’s fash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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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딩크족(Dink)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일컫는 용어이다(두산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2), p. 72).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워킹맘, 싱글족, 딩크족
1)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

일을 지닌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을 통해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과 같은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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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여성성의 이미지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여성상으로 관심이 급증하

게 되었다. 콘트라섹슈얼 현상은 오늘날 변화된 진

보적 여성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할 때 주목받는

새로운 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적인 성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며 자기 관리를 하는 등

의 소비 형태를 보이며, 현재 여성 패션 시장뿐만 아

니라 패션 잡화 시장, 화장품 분야, 광고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업체

들은 각 패션 잡지들과 정보지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시장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

는 콘트라섹슈얼 문화 및 이들 성향에 관한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의 성 개념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로는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나는 메트로섹슈얼 현상

에 관하여 연구를 한 권지은(2003)과 현대 패션에 나

타난 남성 스커트에 관하여 분석한 우정임(2004), 영
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 정체성에 관하여 연

구한 정세희(2000) 등의 논문 등으로, 남성복의 여성

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거나 남성복과 여성복

의 성 정체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또
한, 콘트라섹슈얼에 관한 연구로는 포스트모던 시대

에서 메트로섹슈얼과 콘트라섹슈얼 경향에 대해 연

구한 조수현(2005)의 논문 등으로 콘트라섹슈얼 현

상의 개념 정리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상을 근간으로 한 콘트라섹슈

얼 현상과 그들을 겨냥한 의상 디자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트

렌드를 예측하는 단서가 되는 콘트라섹슈얼 현상을

분석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보여 지고 있는 콘

트라섹슈얼의 패션 특징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디자인을 제시하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콘트라섹

슈얼 패션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콘트라섹슈얼을 타겟으로 한 의상 디자인 개발을 함

으로써 앞으로 성 역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여성상

의 패션 이미지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콘트라섹슈얼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위한 문헌

연구로는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신문 자료, 각종 사

전류, 국내․외 관련 서적, 통계자료와 패션정보기

관의 문헌 및 사진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넷 사이트

의 자료와 문화 평론가들의 글을 통해 콘트라섹슈얼

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였다. 또한, 콘트라섹슈얼

의 패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콘트라섹슈얼이 2004
년의 신조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방영 혹은 상영된 드라마․영화를 중심으

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20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캐릭터 특성에 있어서 콘트라섹슈얼로 사료되는 5
인의 국내 대중 스타를 선정하고 연구 범위로 한정

하여 드라마, 영화 영상 캡쳐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 사진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특성을 도출하고 콘트라

섹슈얼을 타겟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위의 방법을 통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콘트라섹슈얼의 개념 및 사회․문화적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최근 콘트라섹슈얼 경향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정된 국내 대

중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디자인 요소에 따라 분석

하여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디자인 특징을 도출해 낸

다. 
넷째, 위 분석과정을 종합하여 콘트라섹슈얼족을

타겟으로 한 5벌의 작품을 개발하여 콘트라섹슈얼

족을 겨냥한 의상 디자인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

할과 직업관의 붕괴, 그리고 사회와 가정 구조의 변

화는 현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일

으켰고, 새로운 여성상인 콘트라섹슈얼 현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현대 여성 패

션에 표현된 콘트라섹슈얼 이미지에 대해 구체적으

로 고찰하기에 앞서 오늘날 사회 현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콘트라섹슈얼의 개념과 배경 및 그 요인

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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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연수, 싱글마케팅,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5), p. 58.
3) “콘트라섹슈얼 [contra-sexual],”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7년 2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100.naver.com/100.nhn?docid=796826
4) “미혼여성 63%, 사랑보단 일,” 한국일보 (2005년 4월 7일 [2007년 3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news.hankooki.com/lpage/life/200504

1. 콘트라섹슈얼

1) 콘트라섹슈얼의 정의 및 특징
콘트라섹슈얼이란 개념은 영국의 미래학연구소에

서 출발했다. 어원적으로 ‘반대의, 대조적인’이란 뜻
을 가진 라틴어 ‘contra’와 ‘성’이란 의미의 영어 ‘sex-
sual’이 합쳐진 원래의 의미는 ‘반대의 성’ 정도로 해

석된다. 하지만 미래학연구소는 이것을 ‘기존의 성

역할 및 관념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 또는 그

성향’으로 풀이했다
2). 다시 말해,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육아에 인생을 거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

닌 기존의 남성들과 같이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인

생의 목표로 삼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콘트라섹슈얼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첫째, 콘트라섹슈얼은 사회적인 성공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우선 가치에 두고 그 외 나머지는 하위 가

치로 둔다. 케이블 TV 채널인 ‘온스타일’이 2005년
20～30대 미혼 여성 3,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승진을 조건으로 해외지사 장기발령이

났을 때, 애인 혹은 가족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72.4%가 ‘예’라고 답해 부정적 답변

(27.6%)을 압도했다4). 이는 미혼 여성들에게 있어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으며, 자
신의 가치를 반증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자기 만족 위주의 가치관, 즉
콘트라섹슈얼 성향이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적어도 30대 중반까지는 결혼이나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을 해도 당분간 아이를 갖지 않

는 딩크족 또한 늘고 있다.
셋째, 아무 조건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지만, 섹

스나 데이트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이들은 섹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

고 자유로우며, 남성 의존적인 섹스가 아닌 여성이

주도하는 섹스를 원한다는 점에서 보다 자기중심적

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아이를 아내에게

떠맡기면서 자신은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한 보다 자유로운 섹스를 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남성들이 가진 남성성과도 유사하다. 

2) 대중문화 속의 콘트라섹슈얼 사례
신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콘트라섹슈얼은 단

순한 일차적 소비자가 아니라, 이들의 쇼핑 문화와

취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콘트라섹슈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이와 같이 문화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콘트

라섹슈얼 문화 현상 사례에 관해 처음 등장한 2004
년 이후의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젊은 여성들이 참고 인내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인

현모양처보다는 도발적이고 강한 ‘전사형’ 여성상을

선호하는 가운데 사랑 앞에서 당당하고, 남성보다

거침없는 여성의 모습을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하는 휴대폰이나 휴대전화 요금

제 광고에서 강한 여성을 대변하는 ‘콘트라섹슈얼’
의 적극적인 면모가 더욱 두드러진다. 삼성 애니콜

‘지상파 DMB폰’ 광고는 강한 여성이자 콘트라섹슈

얼 여성을 상징하는 이효리가 지상파 DMB폰으로

의인화된 이준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모습을 통

해 콘트라섹슈얼의 전형을 보여준다. KTF의 경우에

는 ‘W 영상커플요금’편에서는 이성에 대한 좋고 싫

음이 분명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여성을 표현하였다. 이밖에도 직장 여

성이 회의 도중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 직원에

게 기습 키스를 날리는 오리온 과자 고소미 광고나

전문직 여성이 노천 카페에서 눈에 띈 멋진 남성을

당당하게 유혹하는 화장품 라끄베르 광고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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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즘 광고 속 여성 뭔가 다르네,” 중앙일보 (2005년 9월 8일 [2007년 3월 1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676275
6) “현대 여성 코드 잘 살린 드라마속 3인,” 세계일보 (2006년 10월 27일 [2007년 2월 2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61028000104
7) “이태란, 콘트라섹슈얼의 전형,” 마이데일리 (2005년 9월 16일 [2007년 3월 26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0023101

심리에 호소하기 위해 요즘 트렌드인 콘트라섹슈얼

코드를 사용하였다5).
이러한 광고들은 싱글 여성들의 적극성과 저돌성, 

자신을 표현하는 데 당당한 콘트라섹슈얼이라는 우

리 사회 트렌드를 한 발 앞서 포착한 광고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콘트라섹슈얼이 단지 마케팅

이나 상술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성 역

할에서 남녀 구분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

한 것으로 콘트라섹슈얼 광고가 신선한 반응을 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남성적 성향에 대한 반작

용이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광고에서도 강한 여성들의 사랑법이 눈길을 끌었

듯이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청순가련형의 여성

대신 사랑에도 적극적이며, 자신의 일에서도 당찬, 
강한 여성 캐릭터 즉 콘트라섹슈얼이 부각되고 있

다. 특히 사극에서 강한 여성 캐릭터들이 두드러지

고 있는데, 드라마〈황진이〉의 주인공 황진이(하지

원)와〈주몽〉의 소서노(한혜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황진이는 기존의 팜므파탈의 상징이 아니라

유능한 예인으로 재조명되면서 “계집으로 태어난 것

이 싫다6)”라고 말하는 황진이의 모습은 사회적 성공

을 위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길 원하는 현대

여성의 그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고구려 건국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소서노 역시 사랑에 모든 것을 걸

지는 않는 냉철한 여인으로 야심 찬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 드라마인 KBS 2TV 수목드라마〈장밋빛 인

생〉에서 맹영이로 출연한 이태란 역시 콘트라섹슈

얼 전형의 모습과 함께 패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였

다. 미혼의 화장품 회사 이사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

공한 반열에 올라갔지만, 결혼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맹영이라는 캐릭터는 ‘사랑은 Yes! 결
혼은 No!’라는 전형적인 콘트라섹슈얼 컨셉을 표현

하였다. 게다가 20대 이상의 여성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태란 스타일 모음’ 

등의 제목으로 된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게시물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극중 이태란의

패션 스타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7).
이러한 경향은 영화에서도 보여 지는데,〈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연아(장진영)는 극중에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욕을 하며, 때로는 난폭하게 폭

력까지 행사한다.〈타짜〉의 정 마담 또한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도박판에서 능력 있는 설계자로 불리며

남자들을 좌지우지한다. 사랑에서나 일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와 권력을 원하는 이들은 예쁘고 착함이

매력으로 간주되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이들 여성 캐릭터가 우리 사회의 주류 코드로 떠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착하기만 한 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섹시함, 명료함, 영민함 등의 매력에

서 비롯된다. ‘강한 여성’ 트렌드를 반영한 작품들은

남성이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거부하고 일과

사랑을 향한 강한 욕망을 솔직하게 표출함으로써 대

중에게 새로운 여성상과 성관념을 제시하고 있다.

2. 현대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현상
여성 혹은 여성 패션의 남성화, 양성화 현상은 역

사적으로, 시대마다 그 경향이 변화되면서 꾸준히

표현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콘트라섹슈얼 성향으로 진화되었고, 이 시대 여성들

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자 문화코드로서 대변되

고 있다. 현대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현상을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싱글족의 확산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젊은

이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통적인 여성상이나 남성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

계를 구축하려는 성향을 자리잡게 만들었고 젊은이

들의 싱글족 형성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여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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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연령․계층별 경제 활동 참가율,” 통계청 (2006년 [2007년 4월 2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nso.go.kr
9) “대학생들의 ‘性모델’ …女 졸리, 男 광태형 광식이,” 노컷뉴스 (2006년 6월 10일 [2007년 5월 1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cbs.co.kr/Nocut/Show.asp?IDX=248975

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은 싱글 생활을 선

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싱글족이 늘어난 몇 가지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20～30대의 가치관 변화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결혼관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일 또는 자아실현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결혼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

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사

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싱글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

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싱글 생활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성(性) 모델의 변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라는 생리학적

성에 따라 남자는 남성성을, 여자는 여성성을 가져

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가정 및 사회 교육으로 당연

시되어 왔고 오랫동안 사회적 활동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21세기는 성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

는 고정관념이 통용되지 않는 양성적 사회가 되었

다. 성에 따른 역할이 아니라 단지 선택으로서의 역

할이 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남녀의 역할을 구별

하여 바깥일은 남성이,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이전의 농경사회, 산업사

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힘센 남자에게

유리한 직업은 퇴조하고 섬세한 여성에게 맞는 직업

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 활동을

하는 아내와 살림하는 남편이라는 새로운 역할 구도

도 증가하게 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한국 연령․계층별경제 활동 참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72.9%의 남

<표 1> 한국 연령․계층별경제 활동 참가율 (통계청, 
2006)                                     (단위: %)

2005. 1 2006. 1
전년동월대비

증감(point)

<전체> 60.8 60.6 －0.2

<남자> 73.9 72.9 －1.0

15～19세 10.6  9.2 －1.4

20～29세  9.7 67.9 －1.8

30～39세 94.1 93.0 －1.1

40～49세 92.5 92.4 －0.1

50～59세 83.5 83.2 －0.3

60세 이상 46.0 45.2 －0.8

<여자> 48.4 48.9  0.5

15～19세 14.3 11.8 －2.5

20～29세 63.5 64.5  1.0

30～39세 53.3 55.8  2.5

40～49세 62.4 63.5  1.1

50～59세 51.2 51.5  0.3

60세 이상 23.4 23.1 －0.3

자보다 48.9%로 여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적긴 하

지만 남자의 참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추세에

비해 여자의 참가율은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연령별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러한 사회 변화의 추세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자신이 성 역할의 본보기로 삼는 성 모델도 변화시

켰다. 영화평론가 김윤아가 ‘성과 문학’ 강의를 듣는

300여 명의 건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성 모

델을 실제 인물 혹은 영화, 소설, 드라마 캐릭터 가

운데 선택하도록 한 결과, 2006년 6월 여학생들은

‘안젤리나 졸리’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라디오 인터

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안젤리나 졸리의 당당하

고 능력 있으며 독립적인 여성상이 여대생들에게 강

하게 자극되고 있으며, 영화에서의 ‘강한 여성’ 캐릭

터를 본으로 삼는 여대생도 많다고 분석했다
9). 이는

기존의 고정적인 성 관념이 깨어지고, ‘강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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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남성’을 추구하는 콘트라섹슈얼 성향이 확

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남
성의 고유 영역, 여성의 고유 영역에 대한 고정관념

은 이미 허물어졌고,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에 갖추고 포용력 있는 리더쉽을 지니

며, 당당한 자의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여성상인 ‘콘
트라섹슈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Ⅲ. 드라마․영화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조형적 특성

이론적 배경을 통해 콘트라섹슈얼 현상은 대중매

체를 중심으로 그 경향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등

장인물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화, 드라마, 
광고, 소설 등을 통해서 그 특징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소설은 분석할 수 있는 의상

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각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중 매체 중 드

라마와 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특성을 아이템

과 실루엣, 소재, 컬러, 디테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1. 캐릭터 선정
본 장의 연구를 위한 대중문화 속의 캐릭터 선정

을 위해 최근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방영 혹

은 상영된 드라마․영화 중 관련 기사나 홈페이지에

<표 2> 캐릭터별 전체적인 아이템 빈도

채림 이혜영 이태란 김혜수 문소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팬츠 25 11.85 0 0.00 50 27.17 1 3.22 2 6.67

스커트 9 4.26 32 28.07 13 7.06 7 22.58 6 20.00

재킷 12 5.69 17 14.91 25 13.59 2 6.45 1 3.33

드레스 13 6.16 9 7.89 3 1.63 9 29.03 3 10.00

베스트 11 5.21 0 0.00 8 4.35 0 0.00 0 0.00

티셔츠 36 17.06 1 0.88 19 10.33 0 0.00 0 0.00

블라우스 39 18.48 39 34.21 21 11.41 7 22.58 16 53.33

코트 44 20.85 14 12.28 11 5.98 3 9.67 0 0.00

슬리브리스탑 5 2.37 1 0.88 17 9.24 2 6.45 2 6.67

스웨터 17 8.06 1 0.88 17 9.24 0 0.00 0 0.00

합계 211 100.00 114 100.00 184 100.00 31 100.00 30 100.00

서 캐릭터 설명시 Ⅱ장에서 언급한 콘트라섹슈얼의

3가지 특징이 보이는 대중 스타 12인을 예비 선정한

후, 다시 패션 디자인 전공자 총 20인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콘트라섹슈얼의

특징과 각 캐릭터의 특징을 숙지한 후 공통적인 의

견 수렴을 통해 캐릭터 특성에 있어서 콘트라섹슈얼

로 사료되는 5인의 국내 대중 스타를 재선정하였으

며, 선정된 5인의 캐릭터는 영화 속 여주인공인〈타

짜〉의 김혜수,〈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의 문소리, 그
리고 드라마 속 여주인공인〈달자의 봄〉의 채림과

이혜영,〈장밋빛 인생〉의 이태란으로 도출되었다.

2. 아이템
드라마와 영화상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채택된 5개 캐릭터의 전체적인

의상 분석을 통해 콘트라섹슈얼 패션에 나타난 아이

템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의 캐릭터별 전체적인 아이템 빈도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5개 캐릭터 모두 블라우스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스커트, 재
킷, 드레스, 팬츠, 코트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적 영향에 따라 코트의 유․무

등 캐릭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아이템의 활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아이템 분석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블라우스, 스커트, 재킷, 드레스, 팬츠, 코트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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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템들에 대한 스타일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채림의 경우 티셔츠 아이템이 이너웨어로서의 활용

도가 높아 시각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 티셔츠는 제외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블라우스는, 전반적으로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

적인 플레인 블라우스의 활용이 두드러졌으며, 이
외에 모던하거나 지적인 이미지의 셔츠 형태의 블라

우스와 섹시미를 강조하기 위한 홀터넥 블라우스, 
그리고 심플한 슬립온 형태의 블라우스가 높은 빈도

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커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직선적인 스트레이트

스커트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신체의 라인을 강조한 타이트 스커트와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A 라인 스커트 등이 높은빈도로 나타났다.
재킷의 경우, 매니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테일러

드 재킷과턱시도 재킷이높은빈도를 보였으며, 계절
적 영향에 따라퍼소재 재킷의 사용이많이 나타났다. 

드레스 스타일에 있어서는 몸의 볼륨감을 강조해

관능적이며 섹시한 이미지를 표출시키는 시스 드레

스의 활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활동성을 강조

한 박시 드레스와 파티 등에서 활용된 칵테일 드레

스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팬츠 스타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일러드 재킷

<표 3> 실루엣 유형에 따른 빈도

채림 이혜영 이태란 김혜수 문소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아
워
글
라
스

X 라인 7 7.78 5 8.62 1 1.30 4 20 0 0.00

피티드 3 3.33 2 3.45 7 9.09 6 30 2 16.67

머메이드 0 0.00 0 0.00 1 1.30 2 10 0 0.00

스
트
레
이
트

H 라인 37 41.11 22 37.93 50 64.93 6 30 9 75.00

트라페즈 1 1.11 1 1.72 0 0.00 0 0 0 0.00

시스 0 0.00 1 1.72 3 3.90 1 5 1 8.33

벌
크

박시 10 11.11 2 3.45 2 2.60 0 0 0 0.00

Y 라인 13 14.44 18 31.03 11 14.28 1 5 0 0.00

A 라인 16 17.78 7 12.07 2 2.60 0 0 0 0.00

코쿤 2 2.22 0 0.00 0 0.00 0 0 0 0.00

O 라인 1 1.11 0 0.00 0 0.00 0 0 0 0.00

합계 90 100.00 58 100.00 77 100.00 20 100 12 100.00

과의 코디를 통한 캐쥬얼한 진 팬츠의 활용이 두드

러졌으며, 이 외에도 모던하고 심플한 이미지의 스

트레이트 팬츠와 와이드 팬츠 또한 높은 빈도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코트 스타일에 있어서는 클래식하고

매니쉬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활동에 용이한 트렌

치 코트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모던하며

심플한 스타일의 H 라인 코트와 풍성한 박스 코트, 
또한 많이 나타났다.

아이템 분석의 결과, 콘트라섹슈얼 성향의 여주인

공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커리어우먼이라는 이

유에서 캐주얼한 의상 아이템보다는 주로 포멀한 재

킷, 스커트, 팬츠, 블라우스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상으로 아이템별 스타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스

타일에 있어서도 스트레이트 스커트, 테일러드 재킷, 
스트레이트 팬츠, 트렌치 코트 등 포멀하고 매니쉬

한 아이템들이 주로 보여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콘트라섹슈얼의 이미지는 양성적이면서도 모던한 성

향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루엣
5개 캐릭터의 패션에 활용된 실루엣을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표 3), 5개 캐릭터 모두 스트레이트 실

루엣인 H 라인 실루엣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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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2006), p. 163.

며, 다음으로 피티드 실루엣과 Y 라인 실루엣, A 라
인 실루엣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H 라인 실루엣은 모던

하면서도 매니쉬한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콘트라

섹슈얼의 양성적 매력을 표출하였다.〈그림 1〉의 김
혜수는 섹시한 드레스에 테일러드 칼라의 클래식하

고 매니쉬한 코트를 코디함으로써 관능적인 여성성

과 정제된 남성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표출하고 있으

며,〈그림 2〉의 채림은 밀리터리풍의 코트와 스트레

<그림 1> H 라인 1(<타짜>

DVD).
<그림 2> H 라인 2(www. 

kbs.co.kr).

 

<그림 3> 피티드 실루엣 1 
(<타짜> DVD).

<그림 4> Y 라인 실루엣 1 
(www.kbs.co.kr).

 

이트 라인의 팬츠를 코디해 커리어우먼으로서 세련

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직선적인 느낌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피티드 실루엣의 경우, 여성 신체의 곡선을 살려

여성스러우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해준다.〈그

림 3〉의 김혜수는 몸에 피트되는 니트 드레스로 몸

의 볼륨감을 드러내어 관능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였

으며, 이를 통해 도시적이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어깨나 상체를 강조하고 허리선 아래로 몸

에 피트되는 Y 라인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4〉에서 이혜영은 어깨선을 덮

는 퍼 소재의 칼라와 몸에 피트되는 펜슬 스커트로

전형적인 Y 라인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루엣을 통해 몸의 곡선을 살려주면서도 오버된 상

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을 이루며 강하고 위

압적이며 남성적 이미지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4. 컬러
5개 캐릭터별 컬러 활용빈도를 살펴보면〈표 4〉

에서와 같이 블랙과 화이트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뒤를 이어 블루와 퍼플, 그레이 등

이 나타났다. 블랙(그림 5)은 모든 무채색 중에서 가

장 명도가 낮은 색으로 가장 무겁고 엄숙하며 심원

한 깊이를 느끼게 하며 냉정하게 차가운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화이트(그림 6)는 깨끗하고

청결한 색으로 이지적이고 시원하며 차가운 이미지

를 표출한다(유송옥 외, 2006). 따라서 블랙과 화이

트를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콘트라섹슈얼의 이

지적이면서도 냉정한 느낌과 함께 무성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성적 컬

러의 블루와 양성적 이미지의 퍼플, 무성적 이미지

의 그레이 등의 주된 활용은 콘트라섹슈얼의 강하고

화려한 성향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소재
소재에 따른 빈도 조사에 있어서는 소재에 관한

이미지 및 데이터의 구분이 잘 이루어져 있는『패션

디자인』10)의〈직물의 외관적 효과에 따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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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컬러에 따른 빈도

채림 이혜영 이태란 김혜수 문소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유채색

레드 7 2.98 9 6.25 8 4.167 3 7.89 2 6.67

핑크 5 2.13 7 4.86 6 3.12 1 2.63 1 3.33

옐로우 4 1.70 6 4.17 3 1.56 0 0.00 0 0.00

그린 4 1.70 2 1.39 7 3.64 0 0.00 0 0.00

카키 6 2.55 0 0.00 1 0.52 0 0.00 0 0.00

블루 23 9.79 6 4.17 31 16.14 9 23.68 5 16.67

퍼플 2 0.85 9 6.25 10 5.21 5 13.16 5 16.67

브라운 8 3.40 3 2.08 9 4.69 0 0.00 0 0.00

베이지 21 8.94 7 4.86 3 1.56 1 2.63 1 3.33

그린 옐로우 1 0.42 2 1.39 2 1.04 0 0.00 0 0.00

아이보리 8 3.40 1 0.69 0 0.00 1 2.63 0 0.00

무채색

화이트 38 16.17 23 15.97 44 22.92 7 18.42 6 20.00

그레이 31 13.19 12 8.33 24 12.5 2 5.26 3 10.00

블랙 75 31.91 56 38.89 38 19.79 9 23.68 5 16.67

메탈
실버 1 0.42 1 0.69 2 1.04 0 0.00 0 0.00

골드 1 0.42 0 0.00 4 2.08 0 0.00 2 6.67

합계 235 100.00 144 100.00 192 100.00 38 100.00 30 100.00

<그림 5> 블랙(www.kbs.co.kr). <그림 6> 화이트(www.
kbs.co.kr).

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광택이 풍부한 직물, 거칠
고 두꺼운 직물, 얇고 비쳐 보이는 직물, 뻣뻣한 직

물, 부드러운 직물, 신축성이 있는 직물로 구분하였

으며, 이 외에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퍼(fur), 데
님(denim), 니트(knit), 가죽과 같은 특수 소재를 추

가하여 빈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5〉와 같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직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뻣뻣한 직물과

광택이 풍부한 직물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부드러운 직물의 경우〈그림 7〉과
같이 드레이프성을 강조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

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뻣뻣한 직물의 경우 재킷

이나 팬츠 등 딱딱한 이미지를 살리는데 사용되었

다. 또한 광택이 풍부한 직물을 사용하여 세련되면

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6. 디테일 및 트리밍
네크라인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

개 캐릭터 모두 V 네크라인의 활용이 두드려졌는데, 
특히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깊은 V 네크라인을 통해

육감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이 외에 일반적인

라운드 네크라인이나 섹시한 홀터넥, 깊이 파인 로

우 네크라인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칼라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니쉬하며 클래식한 테일러드 칼라와 턱시도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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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재에 따른 빈도

채림 이혜영 이태란 김혜수 문소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감
성
분
류

광택이 풍부한 직물 17 7.66 13 11.40 15 8.52 3 9.68 17 62.96

거칠고 두꺼운 직물 38 17.12 5 4.38 7 3.98 0 0.00 0 0.00

얇고 비쳐 보이는 직물 15 6.76 8 7.02 3 1.70 5 16.13 2 7.41

뻣뻣한 직물 31 13.96 35 30.70 50 28.41 5 16.13 5 18.52

부드러운 직물 49 22.07 37 32.46 34 19.32 14 45.16 3 11.11

신축성이 있는 직물 34 15.31 2 1.75 23 13.07 3 9.68 0 0.00

특
수
소
재

퍼 6 2.70 12 10.53 3 1.70 0 0.00 0 0.00

데님 12 5.40 0 0.00 21 11.93 0 0.00 0 0.00

니트 18 8.11 1 0.88 19 10.79 1 3.22 0 0.00

가죽 2 0.90 1 0.88 1 0.57 0 0.00 0 0.00

합계 222 100.00 114 100.00 176 100.00 31 100.00 27 100.00

<그림 7> 부드러운 직물

(www.kbs.co.kr).

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 심플하면서도 위

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탠드 칼라와 포멀한 이

미지의 셔츠 칼라의 사용도 많았다. 슬리브에 따른

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세트인 슬리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 외에도 포멀한 셔츠 슬리브나 여성

스러운 퍼프 슬리브, 비숍 슬리브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기타 디테일 및 트리밍에 관한 분석

을 종합해 보면, 여성스럽고 귀여운 프릴 장식과 섹

시한 느낌의 슬릿 장식이 주로 나타났으며, 엘레강
스한 드레이프나 화려한 스팽글, 탭 장식이 또한 포

<표 6> 대중문화 속 패션에 나타난 콘트라섹슈얼 경

향의 표현 양상

조형적 특성

아이템

 블라우스 : 플레인 > 셔츠, 슬립온

 스커트 : 스트레이트 > 타이트, A 라인

 재킷 : 테일러드 > 턱시도, 퍼, 페플럼

 드레스 : 시스 > 박시, 셔츠, 플레어

 팬츠 : 진, 스트레이트

 코트 : 트렌치, H 라인

실루엣  H 라인 > 피티드, Y 라인, A 라인

컬러  화이트, 블랙 > 블루, 퍼플, 그레이

소재
 부드러운 직물 > 광택이 풍부한 직물, 뻣뻣
한 직물, 신축성이 있는 직물

디테일

 V 네크라인 > 라운드, 캐미솔, 로우, 홀터넥

 테일러드 칼라 > 턱시도, 셔츠, 스탠드

 세트인 슬리브 > 퍼프, 셔츠, 비숍

 프릴 > 슬릿, 탭, 스팽글, 드레이프

인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콘트라

섹슈얼 패션의 특성을 도출한 결과는〈표 6〉과 같다.

Ⅳ. 패션 디자인 개발
이상으로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콘트라섹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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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여 그들의 패션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표 6〉과 같이 콘트라섹슈얼의

특성이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패션에서 유사한 특성

들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에 따라 본 장에서는 도출된 조형적 특성들을 활용

하고 2008년 F/W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여 콘트라섹

슈얼을 위한 5가지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컨셉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Urban Splendor’로, 복

잡하고 다양한 경쟁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스스로를 신귀족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의 당당하면서 세련된 감성을 담아내고

자 하였다. 피트하거나 볼륨감을 강조한 실루엣을

사용하여 여성 내면에 잠재해 있는 글래머러스한 섹

시미를 표현하면서, 더불어 클래식한 디자인에 모던

하고 매니쉬한 요소를 접목시켜 콘트라섹슈얼의 절

제된 우아함, 독립적이며 현대적인 이미지를 전개하

였다.

2. 타겟
본 연구의 타겟은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싱글 여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지 3～5년이 지나 자신의 직

업에 대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있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능력 있고 진취적인 전문직 여성을 가리키

는 스완족(Strong Women Achiever, No Spouse), 엘
리트 집단 여성을 가리키는 알파걸(α-girl), 혹은 탄

탄한 직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신생활을 즐기며

자기 개발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 30대 싱글 여성을

지칭하는 골드미스 등으로 불리며 새로운 라이프 스

타일의 아이콘으로 각광받고 있다.

3. 컬러
전체적인 컬러는 삼성디자인연구소와 CFT(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에서 제안한 2008 F/W 
Color 트렌드 분석을 참고하여 Ⅲ장의 컬러 빈도 분

석을 통해 얻어진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블루, 퍼플
을 Main Color로 선정하였다. Sub Color로는 차갑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메탈

릭한 느낌의 실버, 골드, 브론즈 컬러와 비비드한 옐

로우 등을 사용하여 Main Color에 포인트를 더해주

었다. 

4. 소재
Ⅲ장의 소재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에서 얻은 부

드러운 직물, 광택이 풍부한 직물, 뻣뻣한 직물 등을

바탕으로 CFT의 2008 F/W Woven Fabric 트렌드 분

석을 참고하여 소재를 선정하였다. 고급스러운 광택

이 가미된 실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도시

적인 세련미를 강조하고, 레이스를 사용하여 관능적

이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전달하였다. 또한 아우터

나 팬츠에 형태감 있는 클래식한 무드의 소모 직물

을 사용하여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연출하였으

며, 강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탈

릭 소재를 활용하였다. 패턴의 경우, 클래식한 무드

와 매치되어 정제된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

하여 포멀하고 매니쉬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5. 디자인 제시
이를 토대로〈표 7〉의 작품 디자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그 결과,〈그림 8～12〉에서 보여 지는 총

5벌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콘트라섹슈얼의 개념 및 특징과

대중문화 속에서 어떠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

펴보고 콘트라섹슈얼 현상에 대한 요인을 사회․문

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드라마, 영
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콘트라

섹슈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콘트라섹슈얼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해

사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나온 신조어로, 이와 같은 현상은 국

내에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중문화 전반

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대중 매체 속 콘트라

섹슈얼의 당당함은 젊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

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관

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 여성에게 콘트라섹슈얼 성향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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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작품 디자인 계획표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제목 Daily Affair Urban Chic Show Time
Romantic 
Holiday

Fabulous!

아이템 코트, 원피스 재킷, 블라우스, 팬츠
재킷, 베스트, 
블라우스, 팬츠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소재 울, 인조가죽, 쉬폰 울, 폴리에스테르 울, 레이스, 실크 실크 실크

색상

디자인

특징

편한활동성을위한박

시한 드레스와 격식있

는자리를대비한테일

러드 코트를 코디네이

션.

강하고 날카로운 이미

지 표현을 위해 남성

적인 라인을 사용하고

넥타이와 같은 액세서

리를 코디하여 매니쉬

함 강조.

와이드팬츠 등의 아이템을 통

해 활동성을 고려하면서도 레

이스 탑을 레이어드하여 로맨

틱함을 조화시켜 디자인.

로맨틱하고 화

려한스타일로, 
피티드한 하이

웨이스트 실루

엣을통해허리 
라인을강조하

고 앞트임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

파티등을위한 
디자인으로, 화
려한이미지를

위해 시스실루

엣과 부분적인

노출, 광택이 많
은 소재를사용

하여 섹시함을

표현.

<그림 8> 작품 1. <그림 9> 작품 2. <그림 10> 작품 3. <그림 11> 작품 4. <그림 12> 작품 5.

게 된 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본 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

해 결혼보다는 사회적 성공에 더 가치를 둔 여성들

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사회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통용되지 않는 양성적

사회로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로 하여금 성 역할의

본보기로 삼는 성 모델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남

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새

로운 여성상인 콘트라섹슈얼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셋째, 드라마, 영화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모던하고 매니쉬한 이미지의 강조와 함께

여성성을 드러내어 콘트라섹슈얼의 양성적 매력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속에 나타

나고 있는 콘트라섹슈얼의 패션 특징들을 반영하여

콘트라섹슈얼의 구체적인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였

다. 사회적 성공이나 고소득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

의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콘트라섹슈얼

을 타겟으로 하여 매니쉬한 요소와 여성스러운 감성

을 조화시켜 콘트라섹슈얼의 양성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트렌드로 대두된 콘트라섹

슈얼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새

로운 여성상에 대해 이해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콘트라섹슈얼을 타겟으로 한 작품 제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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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패션 시장뿐만 아니라 패션 잡화 시장, 화장품

분야, 광고 분야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만 명확히 규명하기 힘든 콘트라섹슈얼 패션의 특성

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미래 여성

패션의 변화 양상 예측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콘트라섹슈얼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시각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과 대

중매체, 특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타난 스타일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여성상과 그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가진 현대

여성들의 기호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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