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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ier notion of feminism regarding gender equality was changed into that of Postfe- 
minism because of gender differences. The idea of Postfeminism has been present since the 1980s 
but has been influenced by modern culture theories such as Postmodernism, Poststructuralism, 
Theory of Power and Discourse and Psychoanalysis. Various features of Postfeminism are found 
in the medieval warrior images of contemporary fashion. Warrior costumes were men's exclusive 
property in the medieval ages, but as it is introduced as women's wear in the 21st century, it 
shows us new fashion images which are constructed by gender deconstruction, differences and 
pastich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key characteristic of Postfe- 
minism fashion. An article described the historical costumes of medieval warriors and re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feminism and then conducted an analysis on formative charac-
teristics and Postfeminism tendencies in contemporary women's wear from 2000 to 2011. The re-
sults were that materials such as metallic and flexible materials, monotonic and red colors and 
detailed patterns of armor were used to display forms of exaggeration and restraint. These ele-
ments fully and correctly expressed the image of a medieval warrior woman in contemporary 
fashion. Postfeminism fashion is constructed with feminine power, gendered identity, sensual ele-
gance and a postmodern body. Postfeminism is the contemporary cultural icon and is con-
tinuously influencing modern fashion design in the 21st century in a positive and power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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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이후 여성복은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

며 대혁명이 이어지고 있다.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은 인본주의 여성 해방 운동과 맞물려 여성복의 실

루엣에 변화를 이끌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여

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게도 참정권

이 부여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영향

과 맞물려 남성복의 전유물이었던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들도 착용하고1) 넥타이 모양의 목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세기 여성복에 나타난 남성복의 직

접적인 도입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흐

름과 함께 하였다.

20세기 말에 들어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로

이향하면서 해체와 혼성, 탈장르화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담론과 억압, 주체의

해체에 대한 포스트구조주의의 개념 그리고 무의식,

욕망, 섹슈얼리티와 주체와의 관계를 해석한 정신 분

석 이론 등은 기존 페미니즘의 개념적․이론적 의제

를 바꾸게 하였다. 젠더(gender)의 차이를 이해하고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해체와 혼성화로 인하여 여성의

센슈얼한 파우어를 지닌 정체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페미니즘(Postfeminism)'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21세기 현대인의 정체성과 미적가치를 변화시

키고 있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

에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특

성이 적절히 조화된 양성적(androgyny)인 인간을 선

호하고 있으며 21세기 현대 여성복에서도 이러한 영

향을 찾아볼 수 있다.

포스트페미니즘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는 패션

이미지의 한 예로서 ‘중세 전사 이미지'를 들 수 있

다. 과거 역사 속에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전사

(Warrior)의 코스튬이 21세기 여성복으로 도입되면

서 젠더의 차이와 해체, 혼성에 의한 새로운 21세기

젠더의 패션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21세기 현대

여성복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강인하고 센슈얼한

여전사(Warrior Women)의 이미지는 현재의 사회문

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패션 이미지로써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세

전사 코스튬(Warrior Costume)의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페미니즘의 성장 단계를 재조명하고 포스트모

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권력이론, 정신분석이론 등

의 문화이론과 만나 페미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발전하고 있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개념을 살펴본

다. 셋째, 2000년 이후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중세 전사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포스

트페미니즘의 경향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사회문화

적 규명을 토대로 21세기를 이끌어갈 패션디자인의

원천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복식사 및 문화이론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을 고찰하고 사례연구로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서구 여성복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컬렉션을 패션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약 600장을 수집하였다. 복식의 조형 요소인 형태,

소재, 색상, 문양을 중심으로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

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

로부터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포스트페미니즘의 경

향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중세 전사 코스튬의 일반적 고찰
중세시대(The Middle Ages, medieval)란 유럽사

에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4-6세기)이 있었던 5세기경부터 백년전쟁 이

후 근대(1500-1800)가 시작되기 전의 15세기까지의

시기이다.2)

중세 초기(5-10세기)는 민족이동기로서, 서유럽에

중심 국가를 세운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Mero-

vingian) 왕조(481-752)와 카롤링거(Carolingian) 왕

조(752-987)를 이어갔다. 메로빙거 왕조시대에 전사

들은 소매가 있는 튜닉 위에 금속판을 엮어 만든 조

끼를 입고 허리에는 여러 무기와 도구를 지닐 수 있

는 가죽벨트를 두르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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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et)를 착용하였다. 초기의 투구는 <그림 1>3)의

위쪽과 같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뿔 형태였으며 얼

굴이 완전히 보호되지는 않았다. 카롤링거 왕조시대

의 전사들<그림 2>4)은 로마인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

이었으며 가죽과 메탈로 된 킬트(Kilt) 디자인의 흉

갑(Cuirass)을 고넬(Gonelle)5) 위에 입었다. 머리에

는 두건을 두르고 <그림 1>의 아래쪽에 있는 구 형

태의 차모슨 투구(Chamoson helmet)를 착용하였으

며 6개의 조각을 이어 맨 위에서 문장으로 이음선을

장식하였다. 무릎을 노출하고 발가락이 보이는 삭스

(Socks)를 신고 라운드 커팅이 된 짧은 망토를 둘렀

으며 움보(Umbo)라 불리우는 둥근 방패를 들었다.

중세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중기(11-13세기)에

들어가면서 봉건제도(feudalism)가 더욱 강화되었다.

각 지방의 영주들간의 세력 경쟁과 이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한편에서는 교회의 보편성과 지방분

권적 봉건세력 사이에서 국민왕정이 성장하고 있었

다. 영주들의 영토와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11세기

말 기사(Knight)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특별한 스타일로 구별되었다.6) 서유럽과 중유럽의

기사들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의상인 블리오(Bliaud)

의 안이나 위에 브로인뉴(Broigne)나 감베송(Gam-

beson)을 착용하였다. 브로인뉴는 메탈이나 뿔의 각

질로 형태를 잡은 후 가죽이나 두꺼운 린넨으로 안

에서 덧대었으며 감베송은 정교하게 누벼진 일종의

조끼(heavily padded jerkin)7)로서 위험으로부터 신

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갑옷은 금속

조각을 가죽이나 원단위에 꿰매어 제작하였으며<그

림 3>8) 다소 가볍고 유연하지만 신체를 덜 보호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3>의 아래에 있는 조끼는 더블

아일렛(eyelet doublet)이라 불리우는 언더가먼트

(undergarment)의 일종으로 실제 갑옷 안에 착용하

였으며 아일렛은 통풍을 위한 홀(ventilation holes)의

기능을 하였다. <그림 4>9)는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전투 장면을 담은 바이유

타피스트리(Bayeux Tapestry)이다. 11세기 말의 갑

옷과 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브로인뉴 위에 블리오

나 사슬 갑옷인 호버크를 착용하고 원뿔모양의 헬멧

을 쓰고 있다. 호버크(Hauberk)<그림 4, 5, 7>란 대

갈못으로 연결된 링(rivetted rings)으로 형태를 잡은

사슬 갑옷(mail armour)이다. <그림 5>10)는 12세기

기사의 모습으로, 호버크는 앞과 뒤에 트임이 있어서

말을 타고 내릴 때 용이성을 주었으며 머리와 목을

보호하면서 얼굴의 윗부분은 노출할 수 있는 두건의

형태로 연장되어 짜여졌다. 이 기사는 호버크 위에

십자가로 장식된 쉬르코(Surcoat)를 입고 있다.

십자군 전쟁(1095-1291)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강행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 참가한 기사

들은 가슴에 십자가를 표시한 의복을 착용<그림

6>11)하였으며 갑옷과 병기는 더욱 견고하게 발달하

였다. 십자군전쟁 동안 호버크는 다마스쿠스(Da-

mascus)에서 만들어진 오리엔탈 스타일의 사슬로 섬

세하게 직조함으로써 더욱 가벼워졌으며 호스(hose)

와 장갑으로까지 생산하여 13세기 말에는 사슬형태

의 의상이 견고하게 완성되었고 14세기까지 서유럽

의 주요 갑옷이었다.12) <그림 7>13)은 1277년경 두건

과 호스, 슬리브 장갑으로까지 연장되어 짜여진 호버

크 위에 앞과 뒤에 슬릿(slit)을 주어 활동에 용이성

을 더한 쉬르코(surcoat)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사들의 기마시합에서 가문을 구별하기 위해

고안했던 문장(heraldry)은 십자군 전쟁에서 기사가

속한 영주의 가문을 표시하였다. 이 문장은 복식에

있어서 장식과 자수의 발달, 색상 조합의 창조력을

가져왔으며 문장의 색은 보통 금색(gold, or)과 은색

(silver, argent)의 금속색 2종류, 청색(blue, azure),

적색(red, gule), 흑색(black, sable), 녹색(green, vert),

자주(purple, purpure), 적자색(blood red, sanguine),

황갈색을 띈 오렌지(orange, tenne)의 7가지 일반색

을 사용하였다.14)

중세 후기(14-15세기)로 들어가면서 유럽사회는

위기와 해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심각한 흑사병

이 이어지고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1337-1452)

이후 봉건귀족과 교황권이 쇠퇴하였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이룰 강력한 왕조가 등장하고 도시민들

의 세력이 확대되었다.15)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사들의 갑옷은 신체에 밀착된 기동성과 함께 문장

(heraldry)과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중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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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elmet

10C

- 20,000 years of

fashion, p. 159.

<그림 2> Carolingian

warriors 9C

- 20,000 years of

fashion, p. 158.

<그림 3> Early

armour construction

- http://en.wikipedia.

org

<그림 4> Bayeux Tapestry

Late 11C

- The Crusades, p. 14.

<그림 5> Knight of

the 12C

- Arms and Armor,

p. 25.

<그림 6> Crusades

- http://www.youtube.

com

<그림 7> Sir John

Daubernoun(1277)

- Medieval and

Renaissance

Splendor, p. 46.

<그림 8> Brigandine

13세기말-14세기초

- 20,000 years of

fashion, p. 193.

<그림 9> Spaulders

- http://en.wikipedia.org

<그림 10> Gothic Armor

Late 15C

- Arms and Armor,

pp. 26-27.

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브리건딘(Brigandine)<그림 8>

16)이라는 짧은 판금 갑옷(Short plate armour)은 작

은 금속판을 리벳(rivet)으로 이어서 형태를 제작하

고 안쪽에 가죽을 대었으며 일반 시민들의 뿌르뿌엥

(pourpoint) 스타일과 유사하였다. <그림 9>17)는 어

깨와 윗팔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금 갑옷으로 만든

스폴더(Spaulders)로서 중세 갑옷의 한 구성요소

(component of medieval armour)이다. 흉갑(Cuirass)

과 같이 착용하였을 때 암홀은 가려지지 않고 안에

착용했던 사슬갑옷이 노출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발

달하여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라진 아이템이다. 우리

에게 잘 알려진 중세 전사들의 반짝거리는 판금 갑

옷<그림 10>18)은 이처럼 중세 후기에 본격적으로 발

전하여 투구, 철화, 장갑, 무기 등으로까지 이어졌으

며 사슬갑옷인 호버크(Hauberk)와 함께 착장되는 등

중세 전사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전반에 걸쳐 전쟁과 권력의 다툼

이 끊이지 않았으며 전사들의 무기와 갑옷도 말기로

갈수록 발달하였다. 브로인뉴, 감베송 등과 같이 두

꺼운 가죽이나 정교하게 누빈 갑옷부터 금속조각을

꿰매거나 리벳으로 연결하여 만든 언더가먼트가 있

었으며 위험으로부터 이중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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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점차 사슬 갑옷과 판금 갑옷이 정교한 기술에

의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발전하여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상징하였으며 신분과 가문을 표시하기 위해 시

작된 문장은 중세 복식에 장식성을 가미하였다.

2. 포스트페미니즘의 일반적 고찰
페미니즘 사상의 기원은 1792년 메리 울스텐크레

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의 ‘여권옹호론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 에서 찾을

수 있으며19) 계몽주의와 자유평등사상의 흐름을 거

치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인본주의 여성해

방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로부터 여성해방운동은 페

미니즘의 3단계 성장과정20)21)을 거치면서 현재의 포

스트페미니즘에 이르고 있다.

1단계 페미니즘(First-wave feminism)은 20세기

초,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노동권익에 대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제 1차 세계대전

(1914-1918)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여

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

였으며 독일은 1919년, 미국은 1920년, 프랑스는 1945

년에 여성들도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 2단계 페미니

즘(Second-wave feminism)은 1960년대의 학생 운동

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여성 해방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였으며 가

부장제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제도가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

적하였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은 ‘성별 평등(gender

equality)'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이자 이론이었

으며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남성

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인 평등을 요구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억압의 본질로부터 해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

하였다. 그러나 남성적 시선 하에서 여성을 대상화한

이론이었으며 성별 평등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에 의해 그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3단계

페미니즘(Third-wave feminism)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철학기반에 의존하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권력이론, 정신분석이론 등의 문화

이론에 영향을 받아 기존 페미니즘이 지니고 있었던

‘평등'에서 ‘차이'로 패러다임의 개념적 전환을 한 포

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이다.22)

역사의 진리를 정당화하는 메타 서사의 붕괴를 의

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페미니즘에도 영향을 주어

제도와 담론 안에서 평등을 구하려고 했던 페미니즘

의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23) 포스트모던 철학의 핵심

인물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적

독해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와 가부장적 이항 대립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

였으며 ‘차연(différance)'으로부터 ‘차이(difference)'

를 구별함으로써 억압되고 특권이 없었던 여성의 조

건에 적용하였다. 이런 여성의 조건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며 남근-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

하여 페미니즘의 ‘차이'에 대한 접근을 이론화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은 인간 주체의 개념이 생

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본질주

의 입장에 반대하며 여성은 성차를 의미하지만 고정되

거나 안정된 정체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4) 통일된 여

성의 본질을 거부하고 여성을 구축한 구조 자체를 해체

함으로써 남성적(masculine)․여성적(feminine) 주체성

의 양분화된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gender)의

구체화를 부인한다. 주체와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어진 외부 조건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

체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젠더의 개념을 버리지 않으

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하는 ‘젠더화된 정체성'을

의미한다.

가부장제와 억압, 권력과 지식, 여성과 젠더를 논

하면서 페미니즘은 푸코의 담론과 권력이론을 수용

한다. 푸코는 권력은 미시적이며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정치 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

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억압적인 측면의 권력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젠더, 민족, 계급과 같은 권력의 위

계적 형태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요약하였다.25) 페미

니즘 내부에서 푸코의 권력모델은 가부장적 권력에

도전하여 여성적 타자를 인식하고 여성의 경험과 주

체성의 담론적 본질 관계를 찾아 여성의 신체를 새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포스트페미니즘 경향에 관한 연구

- 105 -

<표 1> 페미니즘의 발달과정과 포스트페미니즘의 특징

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체성의 복잡한 구조와 젠더화된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페

미니즘에 도입되어 무의식과 성차이, 여성성과 여성

적 섹슈얼리티가 생물학적 본질인지 혹은 문화적 산

출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26)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

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심리 역학적 모델을 구조

주의 언어학 모델로 대체하였으며 프로이드와는 조

금 다른 성차화(sexuation)에 대한 개념으로 포스트

페미니즘에 기여하였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섹슈얼리

티가 심리적인 섹슈얼리티 즉 무의식이라는 주체의

섹슈얼리티라 하였으며 해부학적 차이는 그 차이를

야기하는 심리적 결과라고 하였다. 반면 라캉은 무의

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고 무의식이나 섹슈얼

리티는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상상계와 상징계 안

에서 언어 속의 주체 구성의 산물이라고 하였으며

성적 위치를 ‘성차화된 주체'로서 사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의 발달과정과 포스트페미니즘

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포스트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

의, 담론이론, 정신분석이론 등과의 만남을 통해 기

존의 페미니즘이 주장하던 평등에서 차이로 개념적

전환을 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학문적 담

론이다. 페미니즘 안에서 차이와 다원성을 내포하여

젠더(gender)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차화(Sexuation)

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Feminine Sexuality)를 강

조한다. 또한 여성적 타자를 본질화하고 동일성이 아

닌 독자성을 의미하는 정체성을 추구하며 가부장적

인 담론을 해체하는 파우어를 지니고 차이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difference)을 수행하는 젠더화된 정

체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

다음은 복식의 조형 요소인 형태, 소재, 색상, 문양

을 중심으로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

미지의 조형적 특성과 이들의 포스트페미니즘적 의

미를 분석한 내용이다.

1. 과장과 절제의 형태
중세 유럽은 봉건제와 왕권의 대립, 교황권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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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조형요소
과장 절제

형태

<그림 11> Dior Couture

’06 FW

- www.firstview.com

<그림 12> Gareth Pugh

’08 FW

- Gap Press, p. 134.

<그림 13> Prada

’09 FW

- www.firstview.com

<그림 14> Alessandro

Dell’Acqua ’09 FW

- www.style.com

<표 2>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과장과 절제의 형태

화와 십자군 전쟁, 백년전쟁 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중세 전사들의 갑

옷은 신체를 보호하고 움직임을 위한 기능성을 고려

함과 동시에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현대 여성복 패션에서는 중세 갑옷의 실루엣을 과

장하거나 절제의 형태로 도입하여 남근 중심의 로고

스 개념을 여성성과 혼용하여 해체하고 있다. 과장된

실루엣을 직설적으로 도입한 Dior Couture ’06 FW

<그림 11>27)의 경우 어깨와 팔을 보호하던 갑옷의 일

부가 오뜨 꾸뛰르(Haute-Couture)의 롱드레스 위에

과장된 형태로 코디네이션 되고 있다. 갑옷(armour)

의 해체와 오뜨 꾸뛰르 드레스와의 혼용을 통해 가

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담론이 현대 여성에게로 이양

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Gareth Pugh ’08 FW

<그림 12>28)에서는 어깨와 윗팔을 보호하던 스폴더

(Spaulders)<그림 9>를 미니멀한 실루엣의 과장된 형

태로 연장하여 어깨를 강조하고 금속 대신 지퍼를

이어 제작한 볼륨이 풍성한 원피스를 통해 여전사

(Warrior women)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반면 본래의 과장된 갑옷의 형태가 실용성이 강조

되어 절제된 실루엣을 이루면서 여성복 고유의 우아

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Prada ’09 FW <그림 13>29)

의 경우 금속조각을 엮어 만들었던 브리건딘(Bri-

gandine)의 제작방법과 가죽이나 두꺼운 린넨으로

만들어진 브로인뉴(Broigne)의 소재가 현대의 여성복

에 재등장하고 있다. 라운드나 V-네크라인의 슬리브

리스 원피스에 사용되어 절제된 실루엣을 이루며 큐

빅의 반짝임을 가미함으로써 엘레강스한 전사 이미

지를 상징하고 있다. 사슬갑옷(mail armour)이었던

호버크(Hauberk)를 현대 여성복에 부활시키고 있는

Alessandro Dell’Acqua ’09 FW <그림 14>30)는 광택

사가 섞인 니트와 금속조각을 혼합하여 소매가 있는

호버크 원피스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안에 착용하였던 소매가 없는 조끼 형식

의 브로인뉴나 감베송을 연상시키는 블랙 니트 조끼

와 함께 코디네이션함으로써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

있는 여전사의 엘레강스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남근 중심 사회의 대표적 상징물

인 갑옷의 제작 방법과 소재가 현대 여성복에 도입

되어 과장과 절제의 형태 속에 재표현되고 있으며

<표 2> 남성/여성이라는 이항 대립 구조가 해체되어

패션이라는 상징계 안에서 재구성된 성차화된 주체

를 위한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다.

2. 금속성과 유연성의 재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세 유럽 사회는 중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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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조형요소
금속성 유연성

재질

<그림 15> Victor & Rolf

’11 FW

- www.firstview.com

<그림 16> Rick Owens

’10 FW

- www.style.com

<그림 17> Alessandro

Dell’Acqua ’09 FW

- Fashion Show, p. 123.

<그림 18> Jean-Paul

Gaultier ’10 SS Couture

- www.firstview.com

<표 3>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금속성과 유연성의 재질

기로 가면서 갑옷과 병기도 진화하였다. 초기에는 가

죽이나 두꺼운 린넨, 뿔의 각질 등을 이용하여 정교하

게 누비거나 금속판의 조각을 이어서 갑옷(armour)과

부분적인 피스(Components of armour)를 제작하여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게 하였다. 십자군전쟁과

백년전쟁을 거치면서 갑옷과 병기는 더욱 견고하게

제작하였으며 번쩍거리는 투구부터 철화까지 판금

갑옷(Plate armour)을 착용한 기사(Knight)는 중세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

졌다.

현대 여성복 패션에서는 금속의 광택을 상징하는

가죽이나 니트 혹은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판금 갑

옷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중세 전사 이미지는

주로 FW시즌에 관찰되었다. 이는 중세 전사들의 갑

옷 소재나 제작 방법이 현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가

죽이나 니트, 모직 등을 통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

다. Victor & Rolf ’11 FW <그림 15>31)의 경우 금

속의 광택을 상징하는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전쟁터

에서 신체를 보호하였던 갑주(甲胄)의 이미지를 표

현하고 있다. <그림 10>의 오른쪽에 있는 15세기 후

반 고딕시대의 판금 갑옷에서 볼 수 있듯이 겨드랑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형판으로 된 보호대의 일종인

비사쥬(Besagews)32)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원형의

가죽 피스에 핀턱 주름을 잡아 여전사의 어깨를 보

호하는 장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깊게 파인

V-네크라인은 타자였던 여성의 본질적인 미를 드러

내며 마치 판금 갑옷으로 제작한 듯한 금속 광택의

가죽 원피스를 선보였다. Rick Owens<그림 16>33)은

<그림 3>에서처럼 금속조각을 아플리케한 소재를 사

용하여 비대칭적인 랩 형식의 원피스나 후드가 있는

아우터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단호한 여성 파우어

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속의 이미지는

중세시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힘과 권력을 상징하

며 현대 여성복에 도입함으로써 남성적(Masculine)

혹은 여성적(Feminine)이라는 양분화된 젠더의 개념

을 부정하고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해체와 주체의

전통적 가정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부드럽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아

름다운 실루엣을 드러내고 갑옷의 디테일을 표현하

여 중세 전사의 이미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Alessan-

dro Dell'Acqua ’09 FW <그림 17>34)에서 제시된 원

피스들은 쇠사슬로 짜여졌던 호버크(Hauberk)처럼

금속사가 섞인 부드러운 니트와 반짝이는 금속 조각,

실크 쉬폰 등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조합하여 중세

전사들의 소재 부활과 성차화에 의한 실루엣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팔을 보호하던 판금갑옷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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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조형요소
모노톤 레드

색상

<그림 19> Pringle of

Scotland ’10 FW

- www.style.com

<그림 20> Gareth Pugh

’08 FW

- Gap Press, p. 137.

<그림 21> Victor & Rolf

’11 FW

- Gap Press, p. 51.

<그림 22> Prada

’09 FW

- www.firstview.com

<표 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모노톤과 레드

해체하고 사슬과 연결하여 얇은 실크 쉬폰 원피스에

코디네이션한 Jean-Paul Gaultier의 ’10 SS <그림

18>35) 컬렉션은 엘레강스하고 센슈얼한 여전사의 이

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중세 전사들의 갑옷에 사용되었던 금속 조각과 판

금의 소재를 현대 여성복에서는 금속성과 유연성이

내포된 금속 이미지의 소재<표 3>로 도입함으로써

강인함과 센슈얼한 여성의 이미지를 동시적으로 표

현할 수 있게 한다. 젠더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체성

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젠더의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젠더화된 정체성을 제

시하고 있다.

3. 모노톤과 레드의 색상
중세 초기에는 단순한 형에 수수한 색이 주를 이

루었으나 동방으로부터 염료가 들어오고 십자군 전

쟁을 통해 동방의 견직물과 면직물이 수입되면서 비

잔틴의 화려한 색채가 중세 유럽에 영향을 주었다.36)

중세 전사들도 일반적으로 수수한 색상의 갑옷이었

으며 호버크나 판금 갑옷과 같은 금속의 색상이 그

대로 노출되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들은

흰색 바탕에 붉은 색의 십자가가 그려진 쉬르코를

갑옷 위에 착용하고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중세 전사 이미지를 제시하는 현대 여성복 패션에

서는 사슬갑옷, 판금갑옷과 문장의 금속색을 암시하

는 그레이 계열의 모노톤<그림 19>37)과 강한 힘을

상징하는 블랙<그림 20>38)이 메인칼라로 주로 사용

되고 있다. Pringle of Scotland ’10 FW<그림 19>의

경우 모직의 플리츠 주름을 통하여 가죽으로 된 킬

트 디자인의 흉갑을 재표현하며 다크 그레이 계열의

모노톤은 금속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Gareth Pugh

<그림 20>는 여전사의 이미지를 고스(goth) 룩으로

표현하면서 어깨를 강조한 갑옷의 실루엣을 블랙 색

상과 접목시켜 여성의 파우어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포인트 컬러로서 십자군들이 주로 사용하였

던 레드 색상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적색 십자가를

그린 쉬르코를 착용하고 적색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

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전사들처럼 <그림 21>39)의

Victor & Rolf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 바탕에 레

드 십자가와 붉은 색 인타르시아 장미를 매치하여

엘레강스한 패션 크루사드(fashion crusade)의 이미

지를 제시하고 있다. Prada ’09 FW<그림 22>40)에서

역시 레드 칼라가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으며 큐빅의

반짝거림이 가미된 전사의 가죽소재의 스커트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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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조형요소
갑옷 갑옷 디테일

문양

<그림 23> Victor & Rolf

’11 FW

- Book Moda, p. 189.

<그림 24> Pringle of

Scotland ’10 FW

- www.style.com

<그림 25> Givency

’08 SS

- www.style.com

<그림 26> Burberry

Prorsum ’09 SS

- www.firstview.com

<표 5>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갑옷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

디네이션함으로써 센슈얼한 여성 파우어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노톤과 레드의 색채 사용<표 4>은 중

세 시대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으며 현대 여성복에서는 센슈얼한 여전사의 이미지

를 부각시키고 있다.

4. 갑옷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
갑옷은 가죽, 두꺼운 린넨, 메탈이나 뿔의 각질 등

으로 형태를 잡고 금속조각을 패브릭 위에서 꿰매거

나 작은 금속판 자체를 이어서 제작하였다. 후에 대

갈못으로 링을 엮어서 만든 사슬갑옷이 정교하게 발

달하였고 판금갑옷이 중세 후기에 등장하여 기사들

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기사가 속한 영주의 가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문장은 신분상징과 장식의 기

능을 하였다.

갑옷을 제작할 때 생기는 디테일들이 현대 여성복

에도 도입되어 문양화되거나 재봉의 방법으로 응용

되어 문양적인 선들로 표현되고 있다. Victor & Rolf

는 <그림 15>에서처럼 가죽 소재에 핀턱 주름을 잡

거나 <그림 23>41)에서처럼 플리츠 주름을 잡아 재봉

의 방법으로 판금 갑옷의 겹쳐진 제작방법을 문양화

하고 있다. 특히 시스루 소재에 핀턱이나 플리츠 주

름을 잡아 상체를 강조한 흉갑(cuirass)을 응용함과

동시에 여성의 인체미를 투영함으로써 우아한 관능미

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갑옷 안에 착용하던 얇은

사슬로 짜여진 호버크(Hauberk)를 응용한 Pringle of

Scotland의 원피스<그림 24>42)나 갑옷의 금속 고리

등을 니트의 여러 가지 짜임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

고 있는 Alessandro Dell’Acqua<그림 17>는 중세 전

사 이미지를 통한 니트 문양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가능하게 한다.

갑옷의 실루엣을 응용하거나 갑옷제작 시 생기는

부속품들을 문양화하기도 한다. <그림 3>에서처럼 통

풍을 위해 만들었던 더블 아일렛 홀을 문양으로 이

용한 Givency ’08 SS컬렉션<그림 25>43)에서는 커다

란 아일렛 홀과 도트문양을 조합하고 킬트의 변형인

플리츠 스커트와 로마의 전사(gladiator)들이 착용했

던 샌들 스타일과 함께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전

사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Burberry Prorsum ’09

SS <그림 26>44)에서는 갑옷의 조각을 이을 때 사용

하던 리벳(rivet)과 문장(heraldry)을 이용하여 벨트

와 절제된 트렌치코트의 실루엣에 장식적인 문양으

로 사용하였다.

남성스러움의 모방에 대한 여성의 관점으로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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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이 재현<표 5>되어 혼성화된

중세 전사의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

대 여성복에 포스트페미니즘 패션을 창출하고 있다.

Ⅳ.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포스트페미니즘 경향

2000년대 이후 여성복 컬렉션에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중세 전사 이미지는 여성복과 남성복이라는 이

분법적 패션의 전통적 인식론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성별 평등을 주

장하였던 페미니즘적 사고에 의해 단지 남성복의 요

소를 여성복으로 도입하였던 가르손느 스타일(Gar-

çonne style), 매니쉬 룩(Mannish Look), 머스큘린

룩(Masculine Look) 등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

를 분석하여 페미닌 파우어, 센슈얼 엘레강스, 젠더

화된 정체성, 포스트모던 육체라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경향을 도출한 결과이다<표 6>.

1. 페미닌 파우어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권력

이론, 정신분석학 등과의 순차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포스트페미니즘을 형성하였

다. 평등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에서 차이를 강조하는

포스트페미니즘으로의 개념적 전환은 패션에도 변화

를 주었다. 평등의 개념으로 남성복의 요소를 그대로

수용하던 매니쉬 룩, 머스큘린 룩 등과는 달리 여성

적 타자를 본질화하고 가부장적 권력을 이양하여 여

성 파우어를 보여주는 중세 전사 이미지로서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세

전사 이미지는 현대 여성복에 도입되면서 갑옷의 해

체와 이항 대립 구조의 해체를 이끌었다. 해체된 남

근 중심의 요소들은 여성 복식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과장시키거나 형태 속에 흡수되어 절제된 라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금속의 광택을 암시하는 소재들

은 담론과 성차화에 의해 광택을 지닌 유연한 소재

로 변형되어 담론과 파우어의 이양을 의미하고 있다.

가부장제와 여성의 억압을 해체하며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파우어를 지니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2000

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여성상이 되어 여성 패션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세 봉건주의 시대에 남성에게만 부

여되었던 힘과 권력을 21세기의 페미니즘에 투영하

여 페미닌 파우어(feminine power)를 강조하고 있으

며 가부장적인 담론에 도전하고 권력과 억압으로부

터 해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패션이라는 상징계가 재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2. 센슈얼 엘레강스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투쟁하던 성차별주

의(Sexism)에 대한 이론적 발판을 확장하였다.45) 성

의 역사에 담긴 담론을 분석하고 무의식과 섹슈얼리

티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성차화(Sexuation)에 의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강조하여 차이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브릿지 존슨의 일기

(Bridget Jones’s Diary)나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앨리 맥빌(Ally McBeal)과 같은 대중매체

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

이 되고 있다.46) 중세 전사의 갑옷으로 대변되는 가

부장적 상징을 현대 여성의 몸에 착장함으로써 변

형․왜곡된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47)가 아닌 본질주

의에 기반을 둔 여성적 관능성을 강조한 패션 스타

일을 보여주고 있다.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유연성이

가미된 소재나 시스루 소재, 강렬한 레드 칼라의 사

용 등은 여성의 인체미와 표현미를 통한 센슈얼 엘

레강스(sensual elegance)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부장

적 상징으로부터의 여성적 주체성을 획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젠더화된 정체성
2단계 페미니스트들은 성과 젠더를 구분하는 공헌

을 세웠다. 여성(female)과 남성(male)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sex)에 의한 분류이고 여성적(feminine)

과 남성적(masculine)은 사회, 문화적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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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전사

코스튬

판금 갑옷

사슬 갑옷

스폴더, 비사쥬

흉갑, 문장

더블 아일렛

브로인뉴,감베송

etc.

+

포스트페미니즘

가부장적 권력에 도전

여성적 타자 인식

해체와 차이

젠더의 주체성

무의식과 섹슈얼리티

성차화된 주체

⇒ 

복식의

조형요소
조형적 특성

형태

소재

색상

문양

과장과 절제

금속성과유연성

모노톤과 레드

갑옷과갑옷디테일

⇒ 

포스트페미니즘

패션

페미닌 파우어

센슈얼 엘레강스

젠더화된정체성

포스트모던육체

<표 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의 포스트페미니즘 경향

결정된 행동과 특징을 모아서 구성한 성별(gender)

에 기초를 둔 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젠더 이론

의 출현과 함께 여성성의 해체와 여성성의 강조 사

이를 왕래하는 원천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48)

3단계 페미니즘인 포스트페미니즘은 여성성의 해

체와 강조를 동시에 재조정하고 있다. 젠더의 다양성

과 차이를 인정하며 여성적 타자를 본질화하고 ‘같음’

보다는 ‘다름’을 찬양한다. 현대 패션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관계 속의 ‘젠더’를 적극적

으로 구성(construct)하고 있음이 패션 이미지에 반

영되고 있다. 젠더의 평등에 의한 코디네이션이 아니

라 여성의 본질적인 미를 센슈얼 엘레강스로 대변하

면서 남성 권력의 전유물인 파우어(power)의 요소를

코디네이션하고 있다. 패션이라는 기표(signifiant)를

통해 여성의 육체와 주체를 해체하여 실제로 주어진

본질이라기보다 담론에 의해 구성된 효과로 재조정

하는 것이다. 특히 금속성과 유연성이 있는 재질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동시적으

로 잘 표현하고 있다. 금속성의 소재는 갑옷과 힘을,

유연성의 소재는 신체 곡선을 드러내는 엘레강스를

강조한다. 또한 갑옷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은 남성스

러움의 모방에 대한 여성의 관점으로 장식되어 과거

와 현재의 경계, 가부장과 여성적 타자의 경계가 패

션을 통해 해체되고 있다.

포스트페미니즘의 개념은 타자로서 여성을 인식하

고 주체적인 능동성의 개념으로 재배열한 중세 전사

이미지를 표현하며 새로운 여성성의 체계인 젠더화

된 정체성(gendered identity)을 새로운 패션 아이콘

으로 형성하고 있다.

4. 포스트모던 육체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지는 여성의

육체와 주체는 해체되고 담론에 의해 주체의 내면을

구성하며 에로틱한 정치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여성성의 체계로서 재형성된 이미지이다. 자

신을 새로이 창조, 변형하는 미적 행위(aesthetic

act)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인 가소성(plasticity)에

의한 마돈나의 육체적 도상성(physical iconography)

을 상징한다.49)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담긴 조각된 육

체를 추구하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들은 가

부장적 젠더 규범을 흔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소유

하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획득한 경제적 파워

는 육체적 재구성을 가능케 한다. 갑옷의 과장된 실

루엣은 현대 여성의 어깨와 상의를 강조하며 날씬하

고 근육질의 육체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깊게 파여진

네크라인, 호버크에서 응용된 니트 원피스, 유연하고

도 광택 있는 소재의 사용 등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와 교차하는 협상의 정치학의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

다. 이론적 담론과 대중적 담론 모두에서 완벽한 포

스트모던 육체(Postmodern body)를 구성하기 위해

패션의 고정된 성정체성의 표현을 해체하고 있다.



服飾 第61卷 8號

- 112 -

이와 같이 중세 전사 이미지의 현대 여성복으로의

도입을 통해 페미닌 파우어, 센슈얼 엘레강스, 젠더

화된 정체성 등의 동시적 표현에 의하여 포스트모던

육체로서 재형성된 포스트페미니즘 패션의 미적가치

를 제시하고 있다.

Ⅴ. 결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 문화적

인 배경과 연결되어 패션에 반영된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여성복에서의 남성적 요소로

서 중세 전사 이미지는 단순한 재현을 거부하며 과

거의 형식과 현재의 사상적 흐름인 포스트페미니즘

의 개념을 빌려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

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제시하는 과거의 현존에 근거

한다.

연구 결과,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세 전사 이미

지는 금속성과 유연성의 재질을 통해 과장과 절제의

형태를 이루며 이질적인 조형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

다. 또한 갑옷과 갑옷 디테일의 문양, 모노톤과 레드

컬러는 중세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현

되고 있다. 여성에게 힘과 권력을 부여하고 젠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젠더화된 정체성을 추구

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현대 여성복에 가부장적 이

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요소를 투영하여 여성

의 강인함과 센슈얼 엘레강스가 함축된 페미닌 파우

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 육체로

서 재형성된 포스트페미니즘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페미니즘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진행형의

페미니즘으로 패션 트랜드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의 사회문화적 흐름

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 및 방향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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