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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ubjects of cultural power of the modernism and post modern-

ism eras, and analyze how the change of power and subjects influenced fashion throughout the 

history from the microscopic perspective, and thus to explain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fash-

ion phenomenon. The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post modernism 

era which was being formed centering around Europe that was pursuing Haute Couture and for-

mal masculine suits ended and the post modernism era started, America became the center of 

the world power, and the American equalitarianism and growing wealth among the general pub-

lic spread over the world, and as a result, the ready-made clothes were propagated over the 

world, and various subcultures came to have multi-national tendency in the New Media society. 

Second, in the modernism era, the high class, whites, males, and the pre-existing powerful class 

were the subjects of cultural power. Although this changed in the post modernism era, as some 

of power moved from the high class to the middle class, the economically affluent general public, 

still the western world, males, and whites held the center of power. However, later, females, 

youths, the third world nations, and so on emerged as minor power, and when the New Media 

society started, the structure developed so that everyone can share cultural power.

Key words: culture power(문화권력), fashion system(패션체제), modernism(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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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은 문화 트랜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

성되고, 시 의 미의 상징으로 의미 지어지고, 

에게 확산된다. 권력에 의해 유행은 무의식 으로 요

구되어진다. 은 소비를 통하여 권력에의 동조하

게 된다. 즉 소비에 의한 선택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 통제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사회 내부의 문화모델을 반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서의 문화 모델은 그 시  권력층의 이상형을 변

하며, 시 , 사회 , 문화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역사 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권력은 권

력층을 바꾸어 이동하 으며, 권력층이 이동함에 따

라 패션도 변화하고 있다.

먼  모더니즘 시 는 제국주의  향 아래, 강

력한 유럽의 권력의 시기이며 개인의 에서

는 특권층의 권력, 즉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

의 제한된 계 에 집 된 시 이다. 특히 모더니즘 

사회는 복식사  측면에서 처음으로 패션이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이며, 상류층의 문화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우아한 미의 추구로 화려함, 섬세함, 우아

함, 독창미를 심으로 한 오트 꾸트르 세계의 생성

과 발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20세기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시 에 들어오면서 

 가치와 상류층의 특권 문화에 항하는 하

문화와 문화가 탄생하 다. 여 히 포스트모더니

즘의  소비와 물질만능사회에서도 권력은 다분

히 부의 소유를 지칭하고 있었지만 인본주의  향

으로 권력의 원천이 다양화되었다. 합리주의 사고는 

패션에 있어서 오트 꾸트르의 불편함을 호소하 으

며, 경제  풍요와 더불어 이루어진 기계화, 량화

의 물결 속에 타 포르테의 시 가 열렸다. 

문화, 소비문화의 시 에서도 서구  미와 이상형은 

반 으로 공유되는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졌고, 권력

의 피라미드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으며, 특히 미국은 

강력한 경제 , 정치  워를 가지고 있었으나 주류 

권력에 한 항으로 아시아, 청소년, 여성 등 하

문화 계 의 투쟁이 개되어 자신만의 권력을 형성

해갔고, 그 결과 모더니즘 사회의 일체된 권력은 포

스트 모던시 에 이르러 해체됨으로써 권력에 커다

란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정보사회의 발 과 함께 다양

한 권력층이 공존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융합되

는 퓨  상이 문화 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

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연장으로 악할 수 있

으나 그 특성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 시  권력

구조는 융합의 모습으로 메이  권력과 마이  권력

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져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 폭넓

고 빠른 정보의 공유로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과 기

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인 취향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공유하는 열

린사회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이 공존하는 가운

데 개인이 요해지는 시 이다. 

이와 같은 역사  사회변화와 패션의 계에 한 

연구로서 김민자(1998)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반

미학과 열린 패션으로 분석하 고,1) 문신애(2004)는 

패치워크를 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분석하

다.2) 박은경(2001)과 이 덕(2002)은 20세기와 21

세기 환기에 있어 기술발 에 따른 패션의 미학  

특성을 연구하 다.3) 최호정(2007)은 아시아·아 리

카·라틴 아메리카 복식 문화를 통해 패션의 로

벌·구조  하이 리드 특성을 규명하 다.4) 이민선

(2003, 2006)은 권력구조와 패션의 계를 성  표

과 남성복식의 측면에서 고찰하 고,5) 안선경(2001)

은 한국  복식문화를 미국의 향과 권력  측면에

서 분석하 다.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인 모더니

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단편 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시 의 문화권력의 주체

를 살펴보고, 권력과 주체의 변화가 패션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미시 으로 분

석함으로써 패션 상의 사회  계를 규명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수행하 다. 문헌연구는 기

본 으로 권력, 문화, 사회, 패션에 한 국내외 단행

본과 논문 등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사회학, 

정치학, 미학 등의 문이론 서 의 연구 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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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는 권력과 패션에 한 이론  고찰과 모

더니즘 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사회의 권력과 패션에 

한 사  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문화권력에 따라 시 를 구분하는데 20

세기 술양식에서 보편 으로 쓰여 지고 있는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사용하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반을 모더니즘시 로, 20세기 후

반을 포스트모더니즘시 로 구분하 고, 20세기 후

반의 분류는 문화 술에서 문화의 확산의 시기

라 간주되는 1960년 를 기 으로 모더니즘과 포스

트모더니즘으로의 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므로7) 

이에 따랐다. 이에 더하여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패

션변화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장선인 뉴미디어시

로 악하고 그 특성을 차별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시 구분에 따라 패션에 을 두어 문

화권력의 주체를 악하고자 하 으며, 미시  

에서 사회계층, 인종, 성별, 연령, T.P.O를 심으로 

문화권력의 주체를 악하고, 이들로 인해 생된 패

션은 어떠한 것인지에 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Ⅱ. 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과 패션

1. 문화권력의 주체

19세기 후반은 세계 으로 제국주의  향력 아

래에 존재하 던 시기로 유럽제국이 아시아, 아 리

카, 아메리카에 걸쳐 범 한 식민지를 건설에 노력

하 고, 국제 으로 경쟁하 다. 제국주의에서는 서

구 특히 유럽의 문화 우월성을 가치로 표방하고 있

었기에 그들의 문화를 식민지국에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이입되었다. 즉 이 시 의 권력은 통상 인 권

력의 시각으로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속된 자

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철시키는 힘으로 

이해된다.8) 모더니즘 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 질서 

안에서 힘과 신체를 길들이는 세심한 술에 의해 

만들어졌다.9) 

1) 상류층, 백인, 기득권층의 시

모더니즘 시 의 권력의 심에는 부르조아가 있

었으며, 그들은 경제  부로 인해 권력을 획득한 계

으로 경제  권력을 심으로 정치 으로도, 문화

으로도 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즉 그들은 자신

들의 치를 확고히 하기 하여  다른 계층과의 

차별을 해서 과시  소비를 지향하 다. 그러기에 

이들은 오뜨 꾸트르를 선호하 으며 더욱 다른 계층

이 모방할 수 없는 화려하고 수공 인 면으로 발

달해 더욱 과시  소비를 부추겼다. 

모더니즘 사회는 기본 으로 유럽, 상류, 백인, 남

성, 기득권층의 권력의 시 이다. 즉 백인 문화

가 가치의 기 이 되어 있는 사회, 인종  차이를 무

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같이 용

되는 사회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 

사회이다.10) 한 이 시기는 매체의 탄생시기로

서 매체는 개인의 삶의 방식을 이데올로기 으

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써 어느 정도의 

사회  통제와 더불어 을 혹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었다.11) 

2) 남성의 권력 시

19세기 이후 남성성은 공  역에서의 신체  효

율성과 엄격한 외모로 제한된 반면, 여성성은 신체  

매력과 장식  외모로 이분화 되는데, 이는 결국 남성

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권력 계로 합법화되었다12). 

한 산업 명 이후 합리주의 사고에 따라 남성의 

본성은 신체가 아닌 그들의 이성에 주어졌으며 남성

은 이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율 인 주체로 

활동하기 해 이에 합한 성별 정체감을 획득해야 

했다. 결과 으로 자율 이고 강하고 지배하는 남성

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13) 남․녀를 구분 

짓는 이분법  사고로 그들의 권력 치를 공고히 하

다. 모더니즘 문화의 본질은 남성 , 생산 , 창조

인 것이었으며,14) 이는  가부장제에 기 한다. 

권력층인 남성들은 여성과의 패션의 차이를 명백

히 했다. 남성들의 성 범주는 그들에게는 권력을 의

미한다.15) 그들은 자신을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들에 큰 가치를 둔다. 반 로 여성에게 하여  여

성스러움을 강요하 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도록 권고 받았으며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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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세기말 상류층 패션

20세기의 모드, 2001, p. 43.

<그림 2> 1902년 런던의 류 처녀들

세계 패션사 2, 1997, p. 150.

한 그들의 첫 번째 의무라 생각하 다.16) 즉 지배

자로써의 남성과 피지배자로써의 여성이다. 이 시기

는 명백한 이분법  논리가 지배하는 시 로 규정지

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남성의  권력 시기를 의

미한다. 

3)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 념

모더니즘 시기에는 시간, 장소, 때의 구분이 확실

하 다. 공식석상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정확히 갖춘 

패션을 차려 입어야만 했으며, 비공식 인 자리에서

만 허락되는 패션도 있었다. 특히 상류층의 문화는 

엄격한 T.P.O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연히 

문화의 하나인 패션에도 용되어 때와 장소,  시

간에 따라 Formal, Informal의 차이를 명확히 하 다. 

패션을 보면, 유사한 느낌이 들고 있으나, 그 안에는 

그들만의 엄격한 룰이 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 문화권력주체에 따른 패션

유럽은 제국주의식 토 확장 후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 유럽이 다른 세계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려 하 다. 패션을 포함한 유럽식 문화

는 근 화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졌으며, 특히 식민지

국의 지배 계층에게 요구되어졌다. 통 인 것은 비

근 , 원시 으로 취 되었으며, 유럽식 문화는 세

련되고 엘리트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 사회계층

모더니즘 시 의 권력의 심에는 부르조아가 있

었으며, 그들은 경제  부로 인해 권력을 획득한 계

으로 경제  권력을 심으로 정치 으로도, 문화

으로도 향력을 미치기 시작하 다. 부를 심으

로 권력을 획득한 부르조아들은 그들의 신분이 세속

되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획득한 계 이었기에 더

욱 계 상승의 욕구와 함께 상류층의 패션을 모사하

여 입기 시작하며,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 다. 이것

은 더욱 오트 꾸트르 인 모드의 발 을 가져오게 

된다. 하류층은 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궁핍한 

생활고로 말미암아 패션에 심을 둘 여유 역시 없

었다. 즉 이 시 는 서민복과 상류층의 패션의 차이

가 명확해, 그들의 패션을 통해 한 사람의 계층을 

단하기에 충분하 다. 류층의 일부 사람들  계층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복식을 모사하기

를 즐겼으며, 이는 더욱 상류층 패션의 권력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림 1>17)과, <그림2>18)에서 볼 수 있듯, 상류층

의 패션과 류층의 패션은 그 화려함과 디테일 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하류층의 패션은 이러한 것과는 무

한 패션으로 나타나지는데, 이들은 상류층과는 단

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  능력이 부

족해 생활고로 인해 패션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여유

를 갖지 못하여 working dress를 입었는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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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류층 남녀의 복식

Through the Looking Glass, 1989, pp. 17-18.

3>19)에서 보여지듯이 남녀 모두 수수하고 디테일이 

없는 패션이다. 

모더니즘 사회의 패션은 상류층을 확실히 차별시

켜 주는 도구의 역할을 겸하 으므로 베블린의 과시

 소비20)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패션의 변

은 늘 로부터 즉 지배계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

배계층만이 그 경제력에 힘입어 패션을 바꾸고 장식

에 힘쓰거나, 고가인 천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차별화하 던 것이다. 

20세기  화의 등장과 함께 모드의 국제  교

류가 가속화되었으며 화배우는 패션의 리더로 등

장하기 시작하 다.21) 헐리우드는 래머와 멋스러운 

옷 입기의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여배우의 화의상

은 극 으로 상업화되었다.22) 스타들은 화려하고 

고 스러운 이미지로 유럽 상류층의 오트 꾸트르를 

답습하여 헐리우드의 스타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한 헐리우드는 화를 통하여 특수한 계층의 취향을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일반화시켰는데, 부분의 

의상은 일반 화되기에는 무나 사치스럽고 수

이 고 스러운 의상23)이 많았다. 즉 그들이 보여주

고 있는 패션은 모두 상류층 즉 권력층의 모드의 재

이어서 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헐리우드 

화의 의상들은 화려한 이 닝 드 스와 페티코트, 

보석과 장신구 등을 사용해 화 속 여배우들을 일

반인과는 차별된 화려한 존재로 만들었다.24) 

2) 인종: 백인패션

유럽의  권력시 인 모더니즘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 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패션에서

도 서구  신체를 이상 인 미로 성립하고, 이상화된 

유럽인의 이미지를 양산하고, 이를 타 인종의 신체 

에 각인함으로써, 타 인종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한 소외감을 낳게 하 다. 따라서 통의

상은 미개인이나 덜 발달된 인종이 착용하는 불편한 

패션으로 치부하 으며 이에 자신들의 패션에 자부

심을 갖고 근 화의 의미를 넣어 타민족에게 강요하

다. 이러한 패션은 남성 패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근 화의 일환으로  세계 으로 된 

테일러드 슈트가 그 표 인 이다.

3) 성별

모더니즘 사회에서 규율은 이 시 의 패션 특히 

남성 패션에 있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우월성

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패션을 사용하 다. 부

르조아 남성의 사회  정당성과 남성지배와 여성종

속이라는 이데올로기  옹호를 통해 사회 내에 하나

의 지배  성을 구축하 다.25) 

20세기의 시  변화 가운데, 제된 테일러링의 

통은 차 일상 인 클래식룩으로 정착되었고, 테

일러드 슈트는 부르조아 남성생활의 기본원리인 성

실성, 유능함, 단정함, 자제력, 극기를 주장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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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세기 말 테일러드 슈트

20세기의 모드, 2001, p. 13.

에 남성의 사회  정당성과 이데올로기 인 변화를 

구축하 다.26) 남성  품 는 남성이 표 화와 그의 

육체에 한 통제를 통해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남성의 슈트는 권 이며 강건한 남성성

을 표 하고 있고,27) 에 뛰고 스마트한 차림은 복

잡하지도 다양하지도 않다. 즉 남성 정장을 기본으로 

형성되는 일률 인 남성패션은 남성의 권 를 상징

하는 것으로 구별짓기 략이었다.28) 

일하지 않는 여성은 이 시기의  권력층 즉 노

동의 필요가 없는 여성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하나의 

과시  소비의 행태를 띄고 있다. 한 당시의 여성들

에게, 유행이라는 획일화된 패션을 수용하는 것은 사

회  의무를 따르는 행 를 의미했다. 즉 여성은 패션

을 통해 매력 인 여성성과 가족의 사회  지 , 명백

한 순종과 가사를 경 할 능력, 다산의 건강성을 상징

으로 표출하 다.29)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진 

자로써, 남성들의 권력, 부, 지 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모더니즘 사회의 여성

은 남성의 권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으며 사회  불평등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 다.

수수한 남성패션과는 뚜렷한 조를 보이는 여성

패션은 코르셋과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의 극도로 화

려하고 장식 인 로맨틱 룩으로, 이는 부르조아 남성

의 부와 지 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으며 신체  억압

과 부동성을 통해 사  역에 머문 여성의 종속  

치를 드러내었고, 화려한 장식과 성  암시를 통해 

능성과 동시에 육체  재생산 능력을 암시하

다.30) 그러나 기의 여성 해방 운동은 이 시기에 시

작되었으며 이것은 최 의 여성 테일러드 슈트가 보

되면서 조 씩 남녀평등의 개념이 되고 있었

으며 이는 다음 세 에서 구체화되어진다<그림 4>.

 

4)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 념

격식이 요한 상류층 문화 시 인 모더니즘 시

에는 시간, 장소 때에 따라 패션을 달리 하 다. 공

식 인 자리나 녁의 티에는 꼭 입어야 하는 패

션이 존재하 으며, 비공식 인 패션은 아주 격식있

는 차림에 비해 조  소 트 해진 면이 있으나 여

히 정장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T.P.O.의 개념이 철

히 되면서 패션은 기능별로 세분화 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성복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로 평상복과 이

닝웨어는 뚜렷하게 스커트 길이가 달라졌다. 패션

은 티 드 스, 타운 웨어, 셔츠 웨이스트 원피스, 

홀터넥 이 닝드 스, 나이트 가운, 운동복과 운동 

람복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었고 무엇보다 운동복

이 목할 만한 발 을 하 다.31) 

3. 소결

20세기 반의 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의 유행의 

형성은 상류층에 인 의존도를 지닌다. 류계

의 사람들은 상류층의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계

상승의 욕구를 표 하며 그들이 모방하게 되면 상류

의 권력층은 구별추구를 해  다른 패션을 시도

한다. 유한계 (leisure class)의 과시  소비(conspi- 

cuous consumption)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회

라 하겠다. 이 시기는 유럽,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

권층의 일치된 형태의  문화권력의 주체에 의

해 패션 한 이들의 패션에 권력이 집 되며, 그러

한 그들의 패션은 오트 꾸트르로 명시할 수 있다. 그 

 단연 힘의 심에 있는 것은 남성들의 테일러드 

슈트 으며, T.P.O.의 구분이 명확하여 패션에서도 

구분이 확연하 던 시기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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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주체 패션

사회계층
상류층

스타

상류층: 오트 꾸트르

류층: 상류층의 모방

하류층: Working dress

인종 백인우월주의 태일러드 슈트

성별 남성의 권력시
테일러드 슈트,

오트 꾸트르 패션

연령 기득권층 정장을 심으로 한 테일러드 슈트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 념
Formal: formal dress

Informal: sport wear, day dress, night wear 등

<표 1> 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주체와 패션

Ⅲ.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과 패션

1. 문화권력의 주체

세계 과 냉 시 를 거쳐 미국은 막강한 워

를 지닌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유럽의 제국주의 시

에서, 미국과 소련의 양 강 국에 이데올로기를 

시로 한 냉 시 를 지나,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가 

탄생되었다.32)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평

등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비약  발

은 정부권력과 력한 자본가, 기업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들의 권력은 경제 인 권력 뿐 아니라 

정치  권력 즉 부와 지 의 획득과 성공을 의미하

다. 기업이 주축이 되어 일구어 낸 미국 산업의 

힘이 후 세계에 막강한 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

이었으며 미국 외교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해 주는 

거 한 군사력 역시 이러한 산업의 힘이 떠받치고 

있었다.33)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의 미국사회는 획득 

가능한 부라는 측면에서 베블린의 과시  소비를 잘 

보여주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는 서구사회가 이른바 량 소비사회로 

진입한 시기이며 이때부터 일반 들은 부르주아

들처럼 자동차와 텔 비 을 소유하게 되었던 시기

이다. 쉽고, 편리하고, 실용 인 민주주의  성향의 

디자인 발 과 물질문화의 시를 통해 자신이 성취

한 부와 정체성 변화를 과시하려는 소비문화의 발

은 모두 미국사회의 특성이다.34) 이러한 문화는 

 다수의 이 수용하는 그 시 의 가장 일반

이고 보편 인 문화 형태로서 텔 비 , 라디오, 

신문, 화 등의 매체를 통해 에게 달되어 

형성된 생활양식이나 사상의 새로운 경향이다.35) 

세계  매체의 획일성에 한 반발로 많은 나

라와 문화, 지역에서 다시  자신들의 고유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다. 문화  통에 한 심, 민족주

의로의 심 역시 그러한 반발 심리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세계 정치의 강력한 원동력이며, 

그 어떤 힘도 끌어낼 수 없는 충성심을 동원하는 원

동력이 되어 왔다.36) 다양한 하 문화 세력이 조 씩 

경제 으로, 정치 으로 권력을 잡아감에 따라 이들

은 문화 반에도 향을 끼치기 시작하 으며 이러

한 움직임은 패션에도 향을 끼쳤다. 

1) 사회계층

미국이 심이 된 사회로의 변화는 일반인인 

다수의 류층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주었다. 량생

산의 사회  움직임은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

왔으며, 결과 으로 류층인 일반인에게도 경제  여

유소득을 가능하게 하 다. 한 이러한 경제  여유

소득은 문화, 소비문화의 발 의 원동력 역할을 

하 다. 그러나 류층의 문화가 이 시 의 문화

권력의 주체라 하여도, 상류층은 그들만의 고 문화를 

지속하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마이  권력으로 다양

한 하 문화계층의 등장과 항은 그들만의 문화를 

표출하기 한 다양한 문화를 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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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종

권력의 심이 상류층에서 류층으로 이동하 다

고는 하나,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이동에 심을 두었

던 만큼, 여 히 인종  구분에 있어서는 백인 심의 

사회 즉 백인 우월주의가 여 히 팽배한 사회이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의 범주에 들지 않

는 모든 민족집단-아랍인, 아시아인 등-에 해 편견

과 차별을 드러내고, 인종 외에 종교나 성정체성 등

을 이유로 미국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비개신교계 

크리스트교(가톨릭, 몰몬교 등) 신자나 동성애자, 여

성주의자에게도 이다.37) 그러나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조 씩 다른 국가에서도 획득되자 다

양한 국가들의 항이 시작되었다. 일본, 국, 우리

나라를 시로 한 아시아 뿐 아니라 오일을 무기로 

한 아랍 세계 역시 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3) 성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는 경제  부의 소유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거  권력 안에 있었으며, 

이들의 심에는 여 히 남성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은 막 하 고, 그만큼 권리와 힘을 겸비하 기에 남

성은 여 히 권력의 심에 있었으며, 문화권력의 강

력한 주체 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사회 반으로 확

산되고 있었다. 한 사회 문화  변화와 더불어, 

문화의 확산은 상 으로 피지배계층이었던 여성

들의 변화도 구하 다. 

4) 연령

이 시 의 권력주체는 분명히 남성이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기성세 이다. 경제  소유는 권력의 

척도가 되었으며, 경제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나 경

제  능력을 아직 갖지 못한 어린이들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성

세 가 가진 획일 이고 진부한 권력에의 도 으로 

워가 두되었다. 1960년  반을 거치면서 청

소년들을 심으로 기성세 에 항하려는 반문화 

운동이 진화되기 시작했고, 음악의 상업  성

장이 거듭되어 런던에서의 램 락과 미국의 디스코

가 각 을 받기 시작했고 개성을 강조하는 은 세

가 기존의 념을 넘어서는 격 인 그들만의 스

트리트 스타일을 창조하 다.38) 

5) Formal, Informal 고정 념의 와해

T.P.O의 의미에서 모더니즘 시 의 엄격한 경계가 

어느 정도 무 지고 있다. 형식과 격식에 억매 던 

과거에 비해, 일반 이 심이 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 는 그 차이가 한층 자유를 부가하 다. 

직장에서도 복장 자율화 운동을 하여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을 입지 않고 출근

하는 문화를 시도하 으며, 주 5일제 근무 등 여유시

간과 취미를 즐길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캐쥬얼의 

역이 확 되어갔다. 사회에 맞추어 스포츠 역

시 화 되었으며 이를 심으로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웨어 역시 화 되어갔다. 

2. 문화권력주체에 따른 패션

이 시 는 패션에서도 량생산에 따른 물질문화, 

소비문화의 시기이다. 패션은 더 이상 상류층의 특권

은 아니며, 구매력을 갖춘 압도 인 인구의 의 

두와 더불어 매체와 매방식의 다변화와 같

은 사회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수의 패션 엘리트

가 아닌 을 한 패션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39) 

즉 패션은 세계 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상징  기호

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사회계층

미국의 문화, 소비문화에서 가장 큰 문화권력

의 주체가 된 기성의 류층들은 오트 꾸트르 신 

타 포르테, 즉 기성복을 선호하 다. 이 시기에 

들어와 기성복은 과거의 하고 하찮은 패션이 아

니라 으로 사랑 받는 표  패션으로 자리매

김하 다. 상류층은 최고  패션의 표상인 오트 꾸트

르를 그들만의 고 문화로 계속하 으며, 슈퍼스타들

의 드카펫용 드 스와 <그림 5>40), <그림 6>41)과 

같이 최상류층인 재클린 캐네디, 그래이스 캘리, 다

이애나비 등이 패션니스트로 떠오르면서 문화권력의 

주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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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 이스 캘리

http://blog.naver.com/

<그림 6> 다이애나 스펜서

http://blog.naver.com/

<그림 7> 섹스 피스톨스

http://imagebingo. naver.com/

<그림 8> 펑크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2001, p. 395.

<그림 9> 펑크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2001, p. 396.

1950년  반부터 1960년 에 걸쳐 런던, 뉴욕, 

리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문화는 반문화  성격

의 문화 명으로서 구체화 되었으며 그 문화의 형성

배경은 음악이었다.42) 60년  70년 의 락 음악

은 이 시 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향력을 미쳤으며 

이는 히피, 펑크 패션의 발 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

었다. 펑크는 <그림 7>43)의 섹스 피스톨즈(Sex 

Postols)라는 국의 그룹에 의해 탄생하 으며 이들

은 나치 모양이 장식된 티셔츠를 입고 선동 인 분

노와 오스런 행동을 표출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았

다.44) <그림 8, 9>45)는 은이들의 펑크스타일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은 통 인 쁨을 내던지고 거칠

고 이고 두려워 보이는 모습을 추구함으로써 

지배문화의 여성상과 고상한 취미와 우아한 행동의 

선을 지 하 다.46) 

80년  반에는 운동복과 운동화가 빈민가에서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힙합 패션으로 개되어 

세계 인 유행을 낳았다. 미국 뉴욕의 흑인 할렘가에

서 10 들에 의해 흘러나온 이 특별한 문화 조류는 

1990년  들어가면서 그 자유로움과 반항 정신을 공

유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세계 신세

들을 심으로 패션, 춤, 노래, 의식까지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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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C 해머

http://blog.naver.com/

<그림 11> 90년  힙합 패션

FASHION 패션 100년, 2002, p. 298.

는 힙합 스타일이라는 상으로 나타났다<그림 10>47). 

이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은이의 자유로운 감성을 

반 하듯, 헐 하게 큰 셔츠와 흘러내릴듯한 통이 큰 

바지가 스타일의 특징을 이룬다.48) <그림 11>49)은 

은 여성들의 힙합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2) 인종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유럽을 심으로 한 귀

족  백인주의에서 미국을 심으로 한 경제  백인

주의로의 바뀜이 있었으나, 여 히 백인은 타 인종들

보다 우월한 인식을 스스로 각인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당 시 를 살아

가는 주체로써 미국의 일반 백인들은 기성복을 선택

하여 착용하 고,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임에 

자부심을 가졌다. 

아시아, 아 리카, 남미 등지의 통의상은 차 

일반 의 평상복으로는 착용되지 못하고 의례복으

로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 던 것이 동양의 형태미나 

아 리카 지역의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면서 이들 지

역 통의상에서 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이 등장하

다.50)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아시아와 북부 아 리

카 지역 민속의상에서 모티 를 얻은 디자인이다.51) 

일본 디자이 들의 활약으로 인해 재패니즈 룩

(Japanese look)이 유행하 으며 비구조  형태의 빅

룩과 이어드 룩으로 서구 패션에 정착되었다.52) 그

리고 동양의  다른 힘, 즉 국이 부상하 고, 

국계 미국인 디자이 들의 활동해 더욱 아시아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동의 디자이 인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부각도 패션에서의 

동의 향력에 향을 미쳤으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미구엘 아드로버(Miguel Adrover) 

등은 동문화를 주제로 한 패션디자인을 선보

다.53) 

3) 성별

권력의 심에는 남성이 치하고 있었으며, 그들

의 패션은 남성의 유물로 상징화된 정장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권력과 함께 이 시 의 메이  패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54)와 같이 여성들은 직장에서

의 남녀평등을 주장하기 해 처음에는 남성들의 패

션을 그 로 차용하여 입음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시

작하 다. 80년  여성들은 워 슈트를 착용함으로

써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능동성과 능

력 있는 여성 이미지를 표 하 다.55) 한 하류층과 

여성해방론자들은 상류층 남성의 권력 과시  패션

을 조롱하고, 바지를 찢거나, 착색을 시도하여 구식 

옷처럼 만드는 등의 장식으로 하류층의 힘을 보여주

기도 하고, 신분을 과시하지 않은 빈티지룩을 유행시

킴으로써, 그들의 무력하고 의존 인 이미지 자체를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제시하 다.56) <그림 13>57)은 

1984년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발표한 매니쉬 수트이

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남성의 패션을 그 로 차용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  문화권력과 패션에 한 연구

- 91 -

<그림 12> 국의 페미니스트 복식

히스토리카 세계사 8, 2007, p. 119.

<그림 13> 1984년 아르마니의 수트

서양복식사, 2006, p. 334.

듯한 룩인 매니쉬 룩이 유행을 하 다. 

이 듯 여성들은 사회 으로 지 와 경제력을 획

득함에 따라 차 으로 과거의 신체를 구속하는 인

인 실루엣 신 건강한 신체를 선호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건강미는 통 인 여성의 성역할, 수동성, 

종속성을 거부하고 능동 이고 자아의지에 의해 리

되는 자율 인 여성상으로 발 되어 갔으며 이는 과

거 종속 인 여성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 다.58) 

4) 연령

류층에게 패션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장년층이 되었다. 

장년층의 직장인들인 일반 다수의 은 이제 그

들의 패션을 백화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모드는 당연히 기성복 심이었다. 입센 로랑, 

피에르 가르뎅, 앙드  쿠라쥬 등 많은 꾸트르 디자

이 들이 합류해 타 포르테 컬 션을 발표함으

로써 하류층의 모드만이 아닌 상류층도 함께 입는 

패션에 있어서의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포스트모더니즘 시 에는 패션의 두와 함께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 다.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

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미의식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고 기존의 미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

각을 던져주는 매제로서 일반 술이나 패션에 신

선함을 던져주었다.59) 이는 기존 메이  권력의 항

으로 정장에 반하는 캐쥬얼, 남녀의 구분이 없어진 

유니섹스 패션으로 연결되며 이를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은이들은 기존의 통과 패션을 거부하 다. 청

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들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말투, 문화  취향 등을 통해 

표 된다. 그러나 그들은 소속 학교, 계층, 성, 지역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으

로 구성되어 있어 결코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즉 청소년집단은 성인집단에 해 차별 인 정체성

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는 계층과 연

령, 성별에 따른 다양한 하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문화 으로도 공통된 특성과 차별성을 함께 드러낼 

것이라고 할 수 있다.60) 패션에 있어서는 이러한 

은이들을 심으로 여지껏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장과 넥타이 등 획일화되고 격식화된 복식에 한 

반기로 티셔츠와 청바지가 등장하여 남녀 모두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다. <그림 14>61)와 <그림 15>62)를 

보면 남녀의 은 학생들이 모두 티셔츠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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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런던의 스트리트 패션

20세기의 모드, 2001, p. 139.

<그림 15> 진을 입고 락앤롤을 추는 은이들

20세기의 모드, 2001, p. 139.

<그림 16> 제임스 딘 

http://www.hancutgallery.com/

<그림 17> 마론 란도

http://www.slrclup.net/

이러한 청소년들의 모드는 유니섹스 모드의 발

을 가져온다. 유니섹스 모드 안에서 여성들은 때와 

장소에 계없이 블루진이나 팬츠를 즐겨 입었고,63) 

학가에는 유니섹스 룩이 크게 인기를 얻어 이것이 

사회 반에 큰 향을 미쳐, 남녀노소, 계 의 구별

이 없는 평등의식이 패션으로 표 되게 되었다.64) 

미국 헐리우드 화의 향력은 인 권력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스타 역시 과 가까워져 아이

돌 스타들이 발돋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산되며,  스타 자신이 에게 

주는 향으로 인해 문화 , 사회  텍스트로서 작용

한다. 스타는 사회와 동시  의 본질  

성향의 징후로, 스타 자신의 행 와 패션을 통해 그

들의 문화의 상징  가치를 드러낸다.65) <그림 1

6>66)에서 제임스 딘(James Dean)이 입은 흰 티셔스

는 세계 은이의 반항 문화를 상징하 으며, <그

림 17>67)에서 마론 란도(Marlon Brando)의 땀에 

젖고 찢어진 티셔츠는 남성의 섹시함을 과시하 다. 

이것을 계기로 티셔츠는 남성의 변화된 이미지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남성의 언더웨어, 

군인의 유니폼, 노동자의 패션이라는 한계  범 에

서 벗어나 의 패션으로 발 하 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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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식 남녀 캐쥬얼 웨어

http://blog.naver.com/

스타들이 입고 있는 패션은 남녀를 불문하고, 시

인 모더니즘 시 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 의 패

션과 유사해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유한 

과는 멀리 떨어진 상류층의 스타의 이미지는 이

제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주로 티셔츠 등 평범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권력의 주체가 상

류층에서 류층인 다수의 에게로의 환이 이루

어진 만큼 문화권력의 주체의 하나인 스타의 패션 역

시  기성복으로 환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5) 스포츠, 캐주얼의 화

기성복의 발달과 함께 캐쥬얼과 스포츠 웨어의 

화를 가져왔다. 모더니즘 시 에는 스포츠 웨어가 

단지 스포츠를 할 때 입는 유니폼과 같은 역할에 불

구하 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도 캐쥬얼을 입기 시작하 으며, 스포츠 웨어와 캐쥬

얼 웨어를 겸용해 자유로이 입기 시작하 다. 특히 

60년   패션 붐을 타고 미국의 단순하고 편안한 

스포츠웨어는 세계 인 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70년  이후 Calvin Klein, Ralph Lauren, Perry 

Ellis, Lis Claiborne, Donna Karan 등의 미국 디자이

들로 인해 속도로 발 되었다. 이들의 디자인은 

과거의 오트 꾸트르와는 상이한 기능성을 겸비한 편

안함을 지향하는 캐쥬얼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거  권력과 그들의 사상인 평등, 

성에 힘입어 세계 으로 패션의 주체가 되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T.P.O의 격식과 구분에 많은 

향을 주었는데, 이는 격식의 경계의 고정 념이 약화

되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격식을 갖추어 

입어야 했던 직장에서의 복장이 서서히 자유로워졌

으며, 공식 인 자리와 그 지 않은 자리에서의 패션

의 구분이 어느 정도 와해되기 시작하 다. 정장과 

캐쥬얼의 믹스, 스포티한 정장 등 어느 정도 자유로

운 코디가 가능해졌으며, 스포츠를 할 때에만 착용하

던 스포츠 웨어가 캐쥬얼과 믹스되면서 액티  스

포츠라는 기존의 스포츠 웨어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

운 단어가 등장하 다. 한 은층에서의 캐쥬얼웨

어는 장년층에게까지 확산되어 더욱 화를 이

루어낸다<그림 18>69). 

3. 뉴미디어 시 의 새로운 변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 과정에서 21세기의 뉴미디

어 시 에 이르러서는 권력의 심에 정보와 인터넷

이 치해 있다. 정보란 과거에 교육되어지고 받아들

여지는  지식의 형태가 아닌 상호 교환이 가

능하고 변화되어지고 능동 으로 참여되어지는 형태

로 변화하고 있다. 즉 정보는 그  교육받고 획득되

어지는 수동  형태를 넘어 스스로 창조하고 같이 

참여하는 상호 작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와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세계는 동시성을 띠며 정



服飾 第60卷 2號

- 94 -

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에 심에는 인터

넷이 치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지리  치를 표시하는 개념

으로 이제 세계는 모두 다국 인 형태를 띠고 있다. 

강 국과 약소국은 여 히 존재하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가  울타리를 벗어나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시 이다. 

이 시 에는 주류와 비주류, 트랜드와 그 지 않

은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의 공존과 융합하고 있는 퓨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local과 global이 합쳐

진 Mixed culture안에서의 자신의 색 찾기가 일어난

다. 여기서의 자신의 색 한 문화와 국가의 색보다

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의존한다. 즉 인종  특성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폭안에서 

자신의 아비튜스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국  다문화의 패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

에는 계층도 인종도 성별도, 연령도, 아닌 개인이 

얔령도시 이다. 이러한 개인은 다양한 취향공동체

에 속도 인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

택을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 에 항을 시작

한 다양한 하 문화들은 이제 자신의 색을 찾아 당

당히 공존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성 안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뉴미디어 사회에는 

개인의 취향과 가치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21세기에는 다양한 트

랜드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얼마

든지 다양한 패션이 연출되어진다. 개인들은 다만 자

신의 취향 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팽배

한 개인 심의 사회이며, 다양한 권력층이 존재하는 

다권력시 의 도래인 것이다. 

뉴미디어 시 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노인과 어린아이, 성인이 모두 같이 공유하는 시 이

며, 기성세 인 이 아닌 실버, 골드 미스, 뉴 키

즈도 자신들의 역을 확보하 으며 아주 새로운 연

령층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캐릭터도 나타나 이 

시기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 스타는 과거의 

스타에서 그 폭을 더욱 넓  이제는 연 인 뿐 아니

라 다양한 계층의 스타가 탄생한다. 스포츠 스타, 정

치, 경제인들을 불문하고 패션에 심이 있으며, 

에게 향을 끼치며, 매체에 노출이 많은 이들은 

패셔니스타의 반열에 오르며, 문화권력의 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이 요시 되면서, 일률 인 트랜드

의 답습이나 인 모드의 반복이 아니라, 개개인

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실루엣과 디테일이 심이 되는 스타일 뿐 아니라, 

가격, 랜드, 착장 방식에 까지 개인의 취향이 무엇

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력 주체에 따

른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며, 특히 메스티지, 온라인 

패션 등의 패스트 패션이 나타나고 있다. 한 패션

은 이제 고가와 가가 모두 공존하면서 개인들의 

차에 따라 선택을 받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가 이면서도 명품을 지향하는 이른바 Massitige 

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만큼 무나도 다양한 아

이템이 공존하며, 자신이 선택한 취향공동체 안에서 

가치 지향  소비를 즐긴다. 이는 취향공동체 안에서

의 동일한 코드의 선호로 나타나지며, 이것은 하나의 

그들끼리의 암호로써 동료의식을 강화시킴으로 21세

기의 과시  소비를 부추긴다. 즉 서로 이해되는 문

화 코드로써 이는 같은 선호 랜드 상품, 아이템, 로

고 등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집단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는 그들만의 코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들간의 결속과 같은 부류라는 동질감을 확고히 한다. 

이는 과거의 상류층의 화려한 패션을 통한 다른 계층

과의 차별화, 자기들끼리의 동질화를 유도하 던 것

과 마찬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과시  소비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 에 이르러 성별의 차이는 이

제 권력과 비권력자를 단하는 기 이 아니라 단지 

성의 차이임 그러나 동등한 치에 있는 단지 다른 

성일뿐임을 인정하 다. 남성 , 여성  아이템은 이

제 그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남성 , 여

성  취향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 용되어, 

메스쿨린, 페미닌, 메트로 섹시 룩을 공존하게 하며, 

성의 개념이 없는 앤드로지 스 룩 한 선택을 기

다린다. 여성은 동등하기를 주장한 페미니즘  과거

의 시각을 월해 이제 자신들의 고유함을 지향한다. 

이는 패션에서는 남성  아이템는 남입과 모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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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주체

(메이 )

권력의 주체

(마이 )

패션

(메이 )

패션

(마이 )

사회계층 류층

상류층

하이문화계층)

(락, 펑크 힙합)

아이돌 스타

기성복
오트 꾸트르

모즈, 펑크 합합

인종 백인

제3세계문화

(일본, 국, 동의 

아시아)

기성복
오리엔탈리즘

(다 문화 패션)

성별 남성 남녀 평등의 확산 기성복
여성패션의 변화

(미니쉬룩, 유니섹스)

연령 기성세 워의 두 기성복
캐쥬얼 패션

유니섹스 패션

T.P.O
Formal, Informal의 

고정 념 와해

Formal, Informal의 

고정 념 와해
스포츠, 캐쥬얼의 화 스포츠, 캐쥬얼의 화

<표 2>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

터 더욱 여성스럽게 변화시켜 자신만의 색으로 탈바

꿈시킴으로써 감히 남성들의 근을 차단한다. 이를 

차이의 페미니즘, 즉 피메일리즘이라 한다. 남성들 

역시 고정 인 슈트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되었던 많은 유혹 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아

름다운 남자, 꾸미는 남자는 이제 비웃음의 표상이 

아니라 꽃미남이라는 트랜드와 함께 남성에게도 이

다. 자유이다. 즉 남성스런 남성이든, 여성스런 남성

이든 한 남성스러운 여성이든, 여성스러운 여성이

든 이것은 시 가 정해주는 옳고 그름의 맥락이 아

닌 철 각을  공존하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아닌 철 각다양한 역사이의 벽은 쉽게 통합되

고 융합되어 복합 인 하이 리드 문화가 많은 분야

에서 쉽게 발견되며, 이러한 하이 리드 문화와 상호

교류가 가능한 정보,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락이 가능한 여러 미디어의 발  등으로 인한 새

로운 직업군인 잡노마드의 등장, 그리고 이들의 자유

로운 작업 환경과 직장이라는 고정  념을 벗어난 

자유로운 이지패션으로 등장하고 있다. 

4. 소결

20세기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권력은 미국에 집 되

었고 유행 역시 시  흐름에 따라 강 국의 권력

을 표방하 다. 이 시기는 량화, 기계화로 인한 

타 포르테의 시 이며, 미국  문화의 시기이

다. 경제  발달과  소비문화는 권력층의 구조

를 상류층에서 류층으로 이동하게 하 으며 다양

한 하 문화 계 이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상

징폭력은 매체와 교육 등을 통해 효과 으로 

달되었으며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편  문화 상

은 패션에 있어서도 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기성복

인 청바지와 티셔츠가 으로 세계 으로 확산

되었다. 

문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의해 

수많은 랜드가 탄생하 으며, 이들은 타겟층을 차

별화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타겟층의 차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트랜드를 모두 반 해 같은 스타일의 패션을 계

층, 인종, 성별, 연령에 계없이 모두 착용하고 있는 

듯 보이나, 결국에는 경제  권력에 보다 집 되어있

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있어서 이들은 권력의 특

성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가진다. 

한 락, 펑크, 힙합 등의 음악의 향과 남녀평등, 

제3세계 등 다양한 하 문화그룹은 그들의 패션을 

통해 항  가치를 메시지로 표 하 다. 하 문화

계 의 다양한 패션은 지배 인 매스미디어와 문화

사업을 통해 재빨리 상품화되어  청소년과 하이

패션에까지 향을 미치고 확산시키게 된다.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의 표출로 이해되었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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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주체 패션

사회계층
성과에 의한 계층

다양한 계층의 문화권력 주체의 공존

오트 꾸트르, 타 포르테, 메스티지,

온라인 패션을 포함한 패스트 패션

인종 다국 , 다문화의 가치지향  소비
가치 지향  소비에 따른 취향공동체들의 다양한 

패션

성별 양성의 확실한 구분과 모호한 경계의 공존
메스큘린, 페미닌, 메트로 섹슈얼, 앤드 로지 스 등 

다양한 패션

연령
다양한 연령의 문화권력주체의 공존과 상호작용성, 

문화권력 주체의 분산화

Silver, Gold Miss, New Kiz zone 등의 패션

개인이 만들어가는 가상공간의 캐릭터 패션

T.P.O
하이 리드 문화 

듀얼리즘(dualism)

T.P.O의 개면 해체의 이지(easy)패션

자율성이 가져온 취향  코디

<표 3> 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 

들만의 문화와 패션이 디자이 들에게 향을 미쳐, 

상류층의 컬랙션으로 항의 의미로써의 표 이 아

닌 패션 스타일로써 재생산되었고 확산되었다. 

다음의 <표 2>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와 패션에 한 정리를 나타낸 것이다. 포스트모

더니즘 사회는 메이  문화권력과 마이  문화권력

이 존재하 던 시기로 메이 로는 미국식 기성복을, 

마이 로는 다양한 하 문화계 의 다양한 패션이 

등장, 항하고 있는 시기로 악하 다. 확산 역시 

두가지의 성향으로 되는데, 이는 메이  문화권

력인 미국식 기성복과 캐쥬얼의  로 이를 

각자의 계층 내에서 가 이루어지는 수평 를 

용시켰으며, 마이  문화권력 주체인 다양한 하

문화계 에서의 스트리트 패션은 하류층에서부터의 

상향 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3>은 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 주체

와 패션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듯 뉴

미디어 사회는 정보와 인터넷을 심으로 하는 동시

다발 이며, 공시 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

는 거시  시 에서 다국  상으로 연결된다. 한 

개인이 요해진 시 이며, 개인이 문화권력을 획득

한 시 로, 개인의 취향이 무엇보다 요해지는 사회

이다. 이러한 상은 다양한 문화권력 주체의 공존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패션의 공존 즉 오트 꾸트르, 

타 포르테, 메스티지, 온라인패션을 포함한 패스트 

패션 등의 공존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가치 지향

 소비는 자신의 속한 취향 공동체 안에서의 코드

의 교환 등으로 21세기  과시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원이니 되었으며, 취향  선택은 성별에도 용

되어, 페미닌, 메스큘린뿐 아니라 메트로 섹슈얼, 앤

드로지 스 룩을 공존하게 한다. 한 문화권력주체

의 분산화는 다양한 새로운 연령층의 두로 이어져, 

실버, 골드미스, 뉴키즈 등의 새로운 연령층의 부각

과 연령층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의 캐릭터에게 

까지 문화권력을 부여한다. 한 하이 리드 문화는 

T.P.O의 개념을 붕괴하여, 직장과 가정의 공간구분이 

없는 자유스러운 이지 패션의 착용을 가져왔으며, 듀

얼리즘  문화로 인해 하나로 다양한 코디가 개인  

취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에 주목하 다. 

Ⅳ. 결론

패션은 문화 트랜드로 권력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

성되고, 시 의 미의 상징으로 의미 지어지고, 

에게 확산된다. 사회에서의 문화 모델은 그 시  권

력층의 이상형을 변하며, 시 , 사회 , 문화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역사 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

화함에 따라 권력은 권력층을 바꾸어 이동하 으며, 

권력층이 이동함에 따라 패션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문화

권력의 주체를 살펴보고, 권력과 주체의 변화가 패션

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 미

시 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 상의 사회  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트 꾸트르와 형식 인 남성  슈트를 지

향하던 유럽을 심으로 형성된 모더니즘 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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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시 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권력의 

심이 되었으며, 미국의 평등의식과  부의 확

산으로 기성복이  세계 으로 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 으로 악한 뉴미디어 사회에 들어

와 다양한 하 문화가 문화권력을 획득하면서 다국

 성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둘째 미시  에서, 모더니즘 시 에는 개인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이 문화권력의 주체

으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경우에도 상류

층에서 류층인 경제  여유소득을 지닌 으로 

이동하 으나, 서양, 남성, 백인이 권력의 심에 있

었으나 여성, 워, 제3세계 등 마이  권력으로 

등장하 고, 이는 뉴미디어 사회에 이르러 모두가 문

화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발 하 다. 

즉 어떤 계층이 문화권력의 심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개인에 따라 그가 구든 문화권력의 심에 설 

수 있는 시기로서 과거의 계층과 인종, 성별, 연령, 

T.P.O.의 개념은 개인의 취향을 심으로 변화하고, 

패션 역시 다양한 스타일이 서로 경쟁하고 융합하면

서 공존하고 있다. 

셋째, 모더니즘시 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발

하면서 상류층, 남성, 기득권층의 세력이 심을 여

히 유지하면서 다른 마이  문화권력 주체가 떠올

라 그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권력은 상류층, 백인, 남성, 기득권층, 스타에서 

류층, 여성, 워, 제3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여, 

뉴미디어 사회에 가서는 더욱 넓어져 개인을 심으

로 아주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권력 주체에 따른 패션은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오트 

꾸트르와 남성의 테일러 슈트,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에서는 기성복이 메이  패션으로 새로이 권력을 획

득함과 함께  시 의 오트 꾸트르와 다양한 하

문화의 패션을 마이 로 등장하며, 뉴미디어 사회에

서는 다국  패션과 문화권력의 분산화로 인한 다양

한 문화권력층의 공존과 개인의 취향이 심이 된 

취향 선택의 패션을 심으로 발 하 다. 

문화권력과 패션의 발 은 역시의 흐름과 함께 서

서히 변화하 던 만큼 21세기를 통하여 더욱 다양화

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상되어지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심으로 하는 뉴미디어 사회에서 우리

나라는 패션의 강국으로써의 역할이  더 커져가

고, 이러한 향력은 우리나라 패션이 하나의 문화권

력의 주체로써,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공존하고 발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패션이 국가와 

개인의 양 측면에서 과거의 종속 , 하 문화  입지

에서 선도 으로 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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