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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ole of political image and the 

phenomenon of fashion politics on the style of women presidents, with focus on the 

President of Argentina,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image of President Cristina Fernandez is identified with the 

second image of Eva Peron and Kirchnerismo, in terms of political issues. Second, fashion 

style includes the power and sexy images of glamour style that emphasizes the body line 

of suits and dress form. Vivid colors and black fashion reflects the Kirchner government's 

charisma and identity. Fernandez's iconic Rolex watches,  expensive jewelry, and luxury 

accessories such as brooches that replicate Eva Peron’s brooch were instrumental in 

forming a second image of Eva Peron. Third, the phenomenon of fashion politics appeared 

to equate the phenomenon of recreating the image of Eva Peron with displays of power 

and wealth for the successor to Kirchner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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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정치적 신념과 이슈를 대중들에게 인지시키고 설  

득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 감성으로 소통하는 

이미지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전략으로써 정치커뮤니

케이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는 대중매체Wattengerg(as cited in J. Lee, 2013)

의 발달로 오늘날의 정치 형태가 정당중심에서 정치

인의 이미지 정치로 바뀌어 가는 현상을 제기하며 

이미지 정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시각적 매체의 . 

발달로 정치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

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는 영상매체의 확산으로 정치인은 정  Choi(2006)

책 이슈 뿐 아니라 외모 말과 행동 표정 스타일, , , , 

패션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

킨다고 하였으며 은 , Jeong(as cited in Jeon, 2010)

정치토론에서 시청자들은 정치인의 발언 내용TV 

보다는 복장 이나 외모 및 분위기 에 (7%) (45%) (48%)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는 정치인이 긍정. 

적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효과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리와 전

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패션이 정치인들에

게 자신의 정치적 이슈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의 유용한 수단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 패션은 정치적 신념과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기호로써 정치적 

함의를 담은 패션 폴리틱스 현상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정치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가들에

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

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이슈를 담아내고 있는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여성 정치 리더에게 정치

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션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패션 . 

스타일은 여성에게 있어 개인의 특성과 감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외적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인으

로 기존의 남성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던 

이미지 정치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

구가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는 .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 정치 리더의 정치 이미지

와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정치

적 철학과 특성을 패션을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전략

적으로 정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패션 폴리

틱스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 및 범위  2.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분석의 실증적 연구  

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정치 이미지의 . 

형성 과정과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와 

언론기사의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보도 프레임에 나타난 정치 이미지와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

다 사례 분석은 현재 여성 대통령 중 가장 패셔너. 

블한 정치인으로 글로벌 사회에 다양한 정치 이슈와 

패션 스타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de 

대통령의 사례를 분석하였다Kirchner)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최초  

의 선출직 여성 대통령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인 에  년부터 100 ' 2008

현재까지  선정 되어 왔으며(“The World’s 100 

년에는 타임Most Powerful Women”, 2014), 2011

이 선정한 세계의 탑 여성 지도자 목록에 위에 오4

른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다(“Top Female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Leaders”, 2011). 

해외에 나갈 때면 전속 코디네이터를 동반하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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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패션에 대한 열정을 갖

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 역할(S. Kang, 2007).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대통령 을 수행하면서 정( , , )

치적 패션 감각을 체득해온 여성 정치인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  , 

지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공식행사  , 

에서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 한다.

셋째 패션 스타일 분석을 바탕으로 정치이미지   , 

형성에 영향을 미친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해 논

의 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출판물에 기록된 관련 내용 분석과 데ProQuest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저널 및 기사 분석 방법을 사

용 하였다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재임기간 . 

동안 언론과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논. 

의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취임식 및 공식적인 

외교행사와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정치 행사 시 착

용한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다 분석의 시기는 대통령에 첫 취임된 년 . 2007 12

월부터 년 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도구2015 5

는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자료로 한정하였다 자료 . 

추출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홈페이지

와 홈페이지(http://www.casarosada.gob.ar) UN

(http://www.unmultimedia.org), Corbis (http: 

구글//www.corbisimages.com), (http://www. 

에서 관련된 사진을 추출하여 사용하google. co.kr)

였다.

이론적 배경 II. 

정치 이미지 형성    1. 

정치 이미지는 정치인의 정치철학과 신념이 언어  

적 비언어적 형태의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각인되어 , 

지각되어지는 심상이다 은 정치 이미. Siegel(1964)

지를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지식 등의 업, 

무적 속성과 외모 말솜씨 인상 등의 개성적 속성, , 

이 유권자에게 인지되어 만들어진 상이라고 하였으

며 은 정치인의 Boulding(as cited in Jeon, 2010)

이미지는 정치인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인지적 정, 

서적 행위적 차원의 총체적 평가에 의해 형성된 결, 

과라고 하였다 정치인의 이미지가 정당이나 이슈. ,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지지율에 영향

을 주는 변인으로 제기되면서 정치 이미지의 구성요

소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은 정치인의 이미지 구성을 개성  Patterson(1980) , 

선거운동 업적 배경 등의 스타일 이미지와 리더십, , , 

정책 등의 이미지로 나누었으며, Miller, Wattenberg 

는 능력과 도덕성 신뢰감 카and Malanchak(1985) , , 

리스마 개인적 특성 외모 말솜씨 으로 분류하였다, ( , ) . 

국내 학자로는 이 정치적 이슈를 인지Y. Kim(2000)

적 요소로 외형적 이미지를 감정적 요소로 분류하고 

정치인의 이미지 속성을 성격적 특성과 생김새 목, 

소리 옷차림 등의 외형적 특성 지적수준 정치적 , , , 

역량 경륜 등의 능력적 특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정, . 

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가 정책이나 이슈 등의 

언어적 요소와 개인의 특성과 외모 표정 패션 스, , 

타일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면서 정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는 언어적 . Choi(2006)

메시지인 이슈 선택이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 메시지인 표정 패션 -

변인이 상호작용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J. 

는 정치 이미지를 미디어의 산물로 보고 Lee(2013)

정책비전이나 능력 보다 성격 용모 말씨나 정당 , ,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어필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유권자들의 인식 특성 및 행태와 연결하여 다양

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H. 

는 토론에서 정치적 이슈와 정치인의 Lee(2011) TV

이미지 속성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며 

이슈 보다는 개인적 이미지 속성이 유권자들의 태도

와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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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정치 이슈와 이미지 변수 간

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  

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치 이미지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치 이슈나 정당 등의 정치적 

철학이 반영된 인지적 요소와 성격적 특성이나 표

정 태도 패션 스타일 등의 외적 이미지 요소들이 , , 

상호작용하며 정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패션 폴리틱스 현상  2. 

패션 폴리틱스란 패션이 정치적 코드로 활용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치인의 

비주얼 요소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패션은 정치적 메

시지를 함의하며 정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

로 선택되고 있다. 

은 정치적 리더의 패션 폴리틱스 현  M. Kim(2012)

상은 정상회담이나 외교방문과 같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는 상황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대

중에게 전달하는 선거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패션은 대중과 . 

언론의 관심을 주목시키며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패션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 

활용하며 정치 철학과 정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

축한 정치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언론에서 논의된 패

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해 복식의 구성요소인 형태, 

색상 액세서리로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태  1) 

복식의 형태는 패션 이미지를 규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치인들의 능력과 패션 스타

일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유의한 변

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은 여성 정치인의 . Min(2012)

패션 이미지는 유권자의 호감도와 정치적 능력을 측

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Yaung 

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반영할 수 and Kwak(2014)

있는 슈트는 블라우스와 셔츠 베스트 등을 활용하, 

여 패션 폴리틱스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기본 아

이템 이라고 하였다. 

마가렛 대처의 경우 투피스와 스리피스의 정형화  

된 클래식 슈트의 착용을 통해 권위와 신뢰의 이미

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은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여성적 (Hillary Clinton)

스타일의 드레스와 스커트 정장으로 민주당 상원의, 

원과 국무장관 등 자기정치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남

성적 스타일의 팬츠 슈트를 착용하며 패션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였다 독일의 앙(M. Lee & Kang, 2014). 

겔라 메르켈 총리는 메르켈 스타일(Angela Merkel) ‘ ’

이라고도 명명될 정도로 일관된 버튼의 재킷과 3~5

팬츠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패션 테러리스트 라는 ‘ ‘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신중성을 반영

하는 이미지로 평가되며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Young, 2011). 

스 의 몸에 꼭 맞는 라인이 들어(Condoleezza Rice)

간 슈트는 정치적 권력의 상관관계를 패션으로 활용

할 줄 아는 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면서 년에 2006

미국의 패션잡지 배니티 페어 가 선정한 (vanity fair)

베스트 드레서로 꼽히기도 하였다(S. Kim & H. 

Kim, 2013). 

색상  2) 

색상은 정당이나 국가의 상징색과 연관하여 정치  

적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복. 

식의 색으로 정치적 신념과 정체성을 정치 이미지로 

구축한 마가렛 대처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은 매우 

성공적어서 그를 주제로 한 영화 철의 여인 에서는 ‘ ’

대처의 정치적 심리변화를 색으로 농도 짙게 표현하

고 있다 대처의 상징색이 되고 있는 블루 슈트는 . 

년 총리 공관에 처음으로 들어설 때 입었던 슈1979

트 색으로 영국 보수당의 대표색인 파란색과 영국 

왕실의 관복색인 로얄 블루색과 연관되어 대처의 정

치적 정체성과 국가의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파워 슈트 가 되었다 년 파키스탄 최초의 ‘ ’ . 1989

여성 총리 베니자르 부토 와 영국 (Benazir Bhutto)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가 만났을 때 입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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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녹색 복장과 대처의 블루 복장은 최고 정상들

이 자국의 국기색인 녹색과 영국 보수당과 왕실을 

대표하는 파란색의 패션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자신

의 대표성을 패션으로 들어내고 있다 (S. Kim & H. 

대처가 년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Kim, 2013). 1990

는 저항의 메시지가 담긴 붉은 색상의 슈트를 선택

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고. 

정된 몇 가지 재킷만을 고집해오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여 가지의 다양한 재킷 색상을 통해 정치90

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복식의 색을 활용하

고 있다.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있어 색은 여성 정치인 뿐   

아니라 남성 정치인들에게도 정치 메시지 전달의 유

용한 전략적 도구이다 은 정치적 이. M. Kim(2012))

념과 카리스마를 색으로 표현한 패션 폴리틱스 현상

의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차베스 프리아

스 가 전략적으로 착용(Hugo Rafael Chavez Frias)

한 세 가지 레드 스타일 붉은 베레모 붉은 넥타이( , , 

붉은 셔츠 을 제시하며 그가 선택한 레드는 라틴아)

메리카 독립운동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Simon 

와의 동일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Bolivar)

였다. 

액세서리   3) 

여성 정치인들에게 있어 액세서리는 정치 메시지  

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거나 정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아이템이다 여성 정치인. 

들이 정치적 으로 활용하는 액세서리로는 브로치, 

핸드백 구두 목걸이 등이 있다, , . 

브로치 외교로 유명한 미국의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여개가 넘는 브로치를 소장하며 200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담은 브로치를 착용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보여 왔다 마가렛 대(M. Kim, 2012). 

처의 검은색 사각 핸드백과 진주목걸이는 대처의 패

션 폴리틱스 아이콘으로 핸드백은 공격적이라는 뜻

의 핸드배깅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hand begging)’

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데 기

여했으며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진주목걸이는 여, 

성성과 우아한 품위를 지닌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

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년 대처의 아스프. 2011 ‘

레이 핸드백은 런던의 자선경매에서 (asprey)’ 

파운드에 낙찰되어 영국 퇴역 군인들의 치료25,000

를 위한 단체에 기부되면서 핸드백의 정치적 이미지

와 어울리는 기부라는 평을 받았다(“Margaret 

미국 전 국무Thatcher Asprey handbag,” 2011). 

장관 곤돌리자 라이스가 년 독일 육군비행장에2005

서 선보인 개의 금장 단추가 달린 밀리터리 룩의 7

검은색 롱코트와 매치하여 신은 무릎까지 오는 검은

색 하이힐 부츠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여성성을 패션

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 

정치적 주요행사에서 라이스는 라인이 들어간 무채

색의 슈트에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로 엄격함 

속에 여성성을 들어내는 패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III. 

정치 이미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 분  

석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치 

이슈와 인물 이미지를 분석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정치 이슈 키르치네르주의  1.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년 제 대   2007 55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년 재선에 2011

성공하면서 년 동안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12

온 변호사 출신의 아르헨티나 최초의 선출직 여성 

대통령이다 년 산타크루즈 의회의원으로 정치. 1989

에 입문하였으며 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1995 3

선 의원으로 활약하여 왔다 년 제 대 대통령 . 2003 54

네스토르 카롤로스 키르치네르(Néstor Carlos 

의 부인으로서 퍼스트레이디가 되어서도 Kirchner)

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상원의원에 당선되2005

어 정치적 경륜을 쌓아왔다 페르난데스의 화려한 . 

정치경력은 년 남편의 후임인 제 대 대통령 200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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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으며 이 선거

에서 라는 높은 지지로 당선되었다 년 44.92% . 2011

제 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라는 압도적인 지56 53%

지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이룬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후광으로 

탄생한 정부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계승하는 키르치네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Lanare, 

라 플라타 대학2013). (Universidad Nacional de 

교수인 는 크리스티나 페르La Plata) Lanare(2013)

난데스 정부를 키르치네르주의 틀 안에서 명백한 “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정부 로 규정하였으며” , 

은 페르난데스 정부의 탄생은 키르치네르 Park(2013)

정부의 집권을 계승하기 위한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

네르 대통령의 후원이 당선 요인의 하나라고 하였

다. 

키르치네르주의 는 아르헨티나에서   (Kirchnerismo)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정치철학을 언급하는 용어로 

민중과 중산층의 이상과 비전 실현을 위한 인권과 

서민 복지정책을 목표로 두고 있다 키르치네르주의. 

를 표방하는 페르난데스는 카리치네르 정부의 장기

집권 연장을 위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등 충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이고 있다. 

키르치네르주의를 주창하는 그녀의 정치 기반은 그K

룹이라는 정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룹은  카르치네르 의 이. K (Kirchner)

니셜  에서 따 온 그룹으로 정치 경제 문화 법‘K' , , , 

조 노조 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네스, , 

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를 지지하

는 특별한 계파를 일컫는다 그러나 키(Park, 2013). 

르치네르주의를 계승하기 위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

스의 정치적 이슈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이어지

면서 페르난데스 정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물 이미지 제 의 에바 페론   2. - 2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 형  

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이미지 전략은 아르헨티나의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에바 페론(Eva Peron; 

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이다 뮤지컬 1919-1952) . 

에비타 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에바 페론은 ‘ (Evita)’

아름다운 모습과 확신에 찬 연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년 후안 도밍고 페론1946 (Juan Domingo 

의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퍼스트Perón) . 

레이디로서의 에바 페론은 노동자와 여성 빈민을 , 

위한 입법과 복지 확대에 힘써 국민적 지지를 받았

으며 년 남미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도1947

입한 아르헨티나 여성정치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

다(Joo,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는 에바 페론에 대한   BBC

향수가 크리스티나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페르난데스의(Yoo, 2007). 적 

극적인 외교력과 친화력 열정적인 연설, , 빼어난 외

모와 패션 감각 등은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

킨 에바 페론을 연상케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Sturcke, 2007). 정책 수립에서도 페르난데스는 여

성의 인권 및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제 의 에바 페론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페르난‘ 2 ’ . 

데스의 여성주의 성향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유지하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성에 대한 Fernández) . 

정체성은 대선 중에도 표출되어 스스로를 프리지던

테 대통령 가 아닌 프레지던타(president; ) (presidenta;

여성 대통령 라 불리고 싶다고 하였으며) (as cited in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들이 크리E. Choe, 2007), 

스티나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였다 페르난데스의 여. 

성주의 성향은 에비타의 여성 인권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녀의 정치 이미지인 제 의 에바 페‘ 2

론 이미지는 경제침체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 

제 기 정부를 맞아서도 계속되고 있다2 . 

은 년 에바 페론의 사망 주년을   Figure 1 2012 60

기념하여 에비타의 초상화가 그려진 페소 기념100

지폐 발행을 발표하는 모습이고 는 부에노, Figure 2

스아이레스의 도심 청사에 걸려 있는 에바 페론의 

대형 실루엣과 민중속의 삶 이‘ (Vivir en el pueblo)’ 

란 슬로건과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그려 놓은 포스터

이다 페르난데스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Seo, 2014). 

끌어올리기 위해 제 의 에바 페론 이미지를  전략‘ 2 ’ 

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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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ew 100-pesos

-http://www.telegraph.co.uk

Figure 2. Poster of Eva Peron and Cristina  

-http://www,iberoamerica.kr

Figure 3. 55th Presidential Iauguration 

-http://ko.wikipedia.org

Figure 4. 56th Presidential Inauguration

-http://en.wikipedia.org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IV. 

패션 폴리틱스 현상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논의는 두 단계로 진행 되었다 첫째. , 

정치수행 중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취임식 외교, 

행사 국내행사 시의 패션 스타일을 복식의 형태, , 

색상 액세서리 범위에서 분석하였으며 둘째 페르, , 

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를 대표하는 키르치네

르주의와 제 의 에바 페론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2

친 패션 폴리틱스 현상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션 스타일  1. 

취임식  1)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취임식 패션 스  

타일은 와 같다figure 3, 4

의 왼쪽 사진은 년 제 대 대통령  figure 3 2007 55

당선 축하장에서의 모습으로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

의 원피스에 넓은 벨트를 착용한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제 대 대통령 취임식 패션으로 화이트 레55

이스 원피스 형태의 심플한 드레스에 휘장과 지휘봉

을 든 모습이다 당선 축하장에서는 화려한 패턴의 .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나 취임식 때는 단아한 흰색 

레이스 드레스에 국가를 상징하는 휘장과 최고의 권

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통해 한 나라의 최고 통치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는 년 제 대 . figure 4 2011 56

대통령 선거날 밤의 모습과 제 대 대통령 취임식 56

패션으로 허리에 리본 장식을 맨 레이스로 된 블랙

드레스에 휘장과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블. 

랙 패션은 남편인 네스트로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사망 을 애도하는 의미의 상징적 선택(2010. 10. 27)

으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

한 이후부터 공식석상에서는 주로 블랙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있다. 

취임식에서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은 액세서리인   

휘장과 지휘봉을 통해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

고 있으며 레이스 형태의 여성스런 드레스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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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인 여성주의 성향을 패션으로 들어내고 있

다 또한 제 대 취임식에서는 흰색 드레스를 선택. 55

함으로써 고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 대 취임, 56

식에서는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함으로써 남편 네스

토르 키르치네르를 추모하고 정치적으로 키르치네르

주의를 계승하겠다는 정통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암

시하고 있다.

외교행사  2)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외교행사 시 패  

션 스타일은 공적 외교행사인 총회와 주요 정상UN

회담 및 국빈방문 시의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은 년 년까지 총 차례의 총  Table 1 2008 ~2014 7 UN

Table 1. UN General Assembly  

Image

T.P.O

63rd UN 

New York 

2008.9.23

64th UN

New York 

2009.9.23

65th UN

New York 

2010.9.24

66th UN

New York 

2011.9.21

67th UN

 New York 

2012.9.25

68th UN

New York 

2013.9.24

69th UN

New York 

2014.9.24

Fash

ion 

Style

Item jacket/skirt jacket/skirt jacket/skirt jacket/skirt jacket/skirt jacket/skirt jacket/skirt

color pink red violet/white black black black black/white

acces

sary

necklace/earr

ing/ring/

watch

necklace/earr

ing/ring/

watch

necklace/earr

ing/ring/

watch

necklace/earr

ing/ring/

watch

necklace/earr

ing/ring/

watch

necklace/ea

rring/ring/

watch

necklace/earr

ing/ring/

watch

-http://www.unmultimedia.org/photo/gallery

Figure 5. UN General Assembly (2008/2009/2010/2011)

-https://www.google.co.kr

회 연설 시 패션 스타일이다.

는 총회에서 연설을 위해 대기하고 있  Figure 5 UN

는 모습으로 년에는 핑크색 테일러드 재킷과 2008 H

라인 스커트의 정장 슈트에 동일 색상의 구두로 색

상의 통일감을 주었으며 골드 진주목걸이 귀걸이, , 

롤렉스시계로 포인트를 주었다 년에는 레드 색. 2009

상의 짧은 테일러드 재킷에 라인 플레어스커트와 A

진주목걸이 레드 색상의 토슈즈로 여성적인 스타일, 

을 보이고 있다 년에는 화이트 플레어 원피스. 2010

에 바이올렛 테일러드 재킷과 화이트 구두로 색상 

매치를 하였으며 진주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년에는 음각 무늬로 된 블랙의 짧은 재킷과 주2011

름진 플레어스커트에 고가의 루부탱 슈(Louboutin) 

즈를 신고 흑진주로 포인트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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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은 실크 소재의   UN

라인 실루엣과 진주 목걸이 고가의 스틸레토 힐A , 

을 착용함으로써 엘레강스한 이미지와 (stiletto heel)

페미닌한 이미지로 정치적 여성주의 성향을 나타내

고 있다 색상은 년 까지는 핑크 레드 바이올. 2010 , , 

렛의 유채색 정장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나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년부터는 블랙 정장을 2011

착용함으로써 키르치네르주의의 정통성을 색으로 표

현하고 있다 고가의 액세서리는 럭셔리한 이미지를 .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권력을 통한 부의 

과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는 주요 정상회담과 국빈방문 등의 해외   Table 2

외교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은 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이다  Figure 6~8 . 

은 년 트리니나드 토바고Figure 6 2009 (Trinidad and 

Tobago)의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Port of Spain)

에서 개최된 제 차 미주기구 정상회의 오프5 (OAS) 

닝에 참석한 모습으로 왼쪽 사진은 타탄체크로 직조

된 퍼플 톤의 블라우스와 에스닉 문양의 프린트가

Table 2. Summit & State Visit   

Image

T.P.O

5th 

Summit of 

the 

Americans.  

Port of Spain 

2009.4.17

ILO Global

Job Crisis

Summit.

Geneva

2009.6.16 

Nuclear 

Security 

Summit.   

Washington,D

C. 

2010.4.12

Spanish Royals 

Host Gala 

Dinner honoring

Madrid  

2010.5.17

Inauguration 

Mass for 

Pope Francis  

Vatican

2013.3.19 

Exhibition

of the Evita 

Museum

Moscow

2015.4.22

Fashi

on 

Style

Item
jacket/skirt/

blouse

one piece 

jacket/skirt

one piece 

/jacket

jacket/skirt/

blouse
one piece one piece

color
purple/pink/

green

red/beige/ 

mustard
blue/black gold/burgundy black black

acces

sary

necklace/earri

ng/watch/ring

/bag

necklace/ear

ring/ring/

watch

necklace/earri

ng/ring/broac

h/watch

necklace/earrin

g/ring/watch/

clutch bag

necklace/earri

ng/ring/

watch/hats/

gloves

earing/broach

/ring/watch

-https://www.google.co.kr

매치된 화려한 주름치마에 동일한 에스닉 문양의 구

두로 통일감을 주었으며 진주목걸이로 포인트를 주

었다 두 번째 사진은 핫핑크 블라우스에 핫핑크 . A

라인 스커트와 핫핑크 구두로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

하고 진주목걸이와 큰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다 세 . 

번째 사진은 정상회담 장에서의 모습으로 흰색바탕

에 노란색과 녹색이 매치된 바틱 문양의 원피스 위

에 에메랄드 톤의 재킷을 입고 크리스찬 디올의 가

방을 든 모습이다 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 Figure 7

국제노동기구 회담 행사 기간 동안의 모습이다ILO( ) . 

왼쪽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여 검은색 선글

라스에 카멜 색상의 꽃무늬가 그려진 베이지 재킷을 

입은 모습이며 가운데 사진은 머리부터 구두까지 레

드 색상으로 통일하여 화려함을 준 스타일로 화려한 

문양의 라인 실크 원피스에 검은색 벨트로 허리를 A

강조하고 짧은 레드 재킷과 구두로 색상을 통일하였

으며 포인트로 골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과학자

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 

회담장에서의 모습으로 화려한 꽃무늬의 라임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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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재킷과 스커트 정장에 골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

를 착용한 모습이다 은 년 미국 워싱. Figure 8 2010

턴 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담에서의 모습이D.C

다 블루 톤의 실크로 된 음각 문양의 원피스에 블. 

루 톤 테일러드 롱 재킷을 입고 에비타의 브로치를 

복제한 아르헨티나 국기형태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

고 있다 이 브로치는 에비타가 공식행사에서 착용. 

하던 브로치를 복제한 것이다. 

은 국빈방문 시의 모습으로   Figure 9~11 Figure 9

는 스페인 왕궁에서 개최한 갈라에 참석한 모습이

다 왕궁에서 개최된 갈라에서는 넓은 윙칼라의 광. 

택 있는 골드 빛 블라우스에 자수 꽃이 새겨진 버건

디 색상의 롱스커트와 골드색 넓은 벨트로 화려한 

드레스 룩을 연출 하였으며 골드 펜던트가 달린 목

걸이와 귀걸이 반지 클러치로 포인트를 주어 만찬, , 

에 어울리는 드레스 코드를 보여주었다. Figure 10

은 년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취임식 미사에 참2013

Figure 6. 

Summit of the Americans 

-http://www.lanacion.com.ar

Figure 7. ILO Summit

-http://blogs.perfil.com/telojuro

 

Figure 8. Nuclear Security 

Summit

-http://www.lanacion.com.ar 

Figure 9.

Gala Dinner Honoring

-http://www.zimbio.com

Figure 10. Inauguration Mass

-www.dailymail.co.uk

Figure 11. The exhibition of 

the Evita

-http://www.telam.com.ar

석한 모습으로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위해 올 블랙

으로 코디하였으며 라인 형태의 음각으로 된 실크 A

원피스에 리본으로 허리를 장식하고 검은색 장갑과 

리본 달린 모자를 착용하여 예의를 갖춘 우아한 이

미지를 보이고 있다 은 년 모스크바. Figure 11 2015

에서 개최된 에비타 전시회에 참석한 모습으로 무늬

가 새겨진 화려한 소재의 검은색 플레어 원피스위에 

에비타가 착용한 코사지와 동일한 형태의 코사지를 

가슴에 달고 있다. 

정상회담과 국빈방문 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대담하고 화려한 모습이다. 

정상회담장에서의 스타일은 넓은 벨트와 강렬한   

패턴의 비비드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카리스마 이미

지를 투영하고 있으며 의상에 맞춰 바뀌는 명품 가

방과 구두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사치스런 소비행

태를 보여주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고가의 쥬얼. 

리 및 에비타가 착용하던 브로치를 복제하여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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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은 그에 대한 존경과 함께 제 의 에바 페‘ 2

론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빈 방문’ . 

이나 만찬 등에서의 격식 있는 옷차림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창출

하는 패션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외교행사. 

에서 보여준 페르난데스의 패션 스타일은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외교정치를 주도하던 에비타의 외

교 스타일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행사  3) 

국내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최고통치자의 역할  

을 상징하는 사관학교 졸업식과 민중의 인권과 복지

를 위한 복지정책 행사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 , 

행사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월혁명 기념식에서의 , 5

모습 등 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4 . Table 3

은 부분별 국내 주요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정리한 

표이다. 

는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으로   Figure 12

몸에 꼭 맞는  폭넓은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과 라H

인 스커트에 올 화이트의 구두 백 부채를 선택함, , 

으로써 아르헨티나 국기와 조화를 이루며 최고 통치

Table 3. Domestic Political Events 

Image

T.P.O

Graduation 

event at a 

military 

school 

2007.12.20

 Subsidies 

Award to 

the 

Province 

2010. 8.31 

The May 

Revolution 

Human Rights 

Extraordinary

2010.12.10

Nationalizatio

n of the oil 

c o m p a n y 

:YPF 

2012.4.17

Law 

restructuring 

gover

nment debt 

2014.9.12 

Anniversary 

of May 

Revolution 

Celebrated

2013.5.25

May 

Revolution 

at Plaza de 

Mayo

2015.5.25 

Fash

ion 

Style

Item jacket/skirt
jacket/

slacks

jacket/t-shirts

/slacks

jacket/one 

piece

blouse

/skirt
one piece 

jacket/

skirt

color white/black grey black black violet black grey

access

ary

necklace/

earring/

ring/watch

scarves/ear

ring/ring/wa

tch

earring/

ring/watch

necklace/

earring/ring/

watch

necklace/ear

ring/ring/wat

ch

necklace/ea

rring/ring/w

atch

earring

/ring

-https://www.google.co.kr

자의 상징인 지휘봉과 함께 고결함과 권위를 나타내

고 있다 이날 선택한 과장된 테일러드 네크라인 재. 

킷은 에비타의 입체적 네크라인 형태의 복식과 유사

한 실루엣으로 에비타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은 인권과 사회복지 정책 행사에 참석한   Figure 13

모습이다 이 행사에서는 액세서리를 자제하고 루즈. 

한 블랙 슬랙스에 블랙 티셔츠와 재킷으로 검소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 사진은 크리스티나 .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빈곤층 지역에 

보조금 지원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넷북을 무상으

로 공급하는 행사에 참여한 모습으로 회색 계열의 

테일러드 재킷과 슬랙스에 스카프로만 포인트를 준 

대중적 패션 스타일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 5

월 혁명 주년을 맞아 페르난데스를 지지하는 200 5

월 광장 어머니회 회원(Madres de Plaza de Mayo)

들의 월 혁명 특별 인권상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이5

다 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경제상황과 .   Figure 14

국가 부채로 인해 강력한 경제정책 개혁안을 발표하

는 장면이다 첫 번째 왼쪽사진은 아르헨티나의 거. 

대 오일 기업인 YPF(Yacimientos Petroliferos 

의 국유화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대통령궁Fiscales)

인 카사로사다 에서 에비타의 초상화(Casa Ros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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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raduation Event

-http://amysrobot.com 

Figure13. Welfare & Human Rights Policy 

-https://www.google.co.kr

Figure 14. Economy Policy : Nationalization of the YPF &  Law Restructuring

-http://www.dailymail.co.uk, http://www.gettyimages.com

가 걸려있는 조형물을 배경으로 에비타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블랙의 모직 원피스 위에 짧은 재킷. 

을 착용하고 골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블랙 벨벳 소재의 소매통이 , 

넓은 드레스와 굵은 골드 진주목걸이를 하고 의 YPF

공장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페르난데스는 . YPF

의 국유화 과정에서 고급 소재의 블랙 스타일과 굵

은 골드 진주목걸이를 통해 카리스마와 단호함을 보

여주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년 디폴트 사태에 . 2014

대한 법률조정안을 승인함으로써 미국 채권단에 강

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다 화려한 패턴의 바. 

이올렛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하고 여러 겹

의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럭셔리한 정부 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는 독립기념일인 월 혁명 기념식에 참  Figure 15 5

석한 모습으로 첫 번째 사진은 년 독립 주2013 203

년 기념식에서 남편이 세운 키르치네르 정부의 주10

년을 축하하며 키르치네르주의를 년 더 연장하자10

고 연설 하는 모습이다 심플한 라인 형태의 블랙 . A

원피스에 비즈로 허리와 소매에 포인트를 주고 심플

한 진주목걸이만 착용함으로써 키르치네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끈 미망인으로서의 모습을 색으로 표

현하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임기 마지막 해인 . 

년 마요 광장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의 모습으2015

로 회색계열의 테일러드 재킷과 스커트 차림의 정장 

슈트에 화이트 이너웨어를 코디한 이미지로 항상 착

용하던 시계와 쥬얼리를 착용하지 않은 이례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상황에 맞는   

패션을 선택함으로써 패션을 통해 정치적 신념과 메

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방과 국가적 . 

디폴트를 해결해야 하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강인함

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서는 흑백의 권위적 형태나 

럭셔리한 액세서리의 활용으로 카리스마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정부의 지지기반. 

인 노동자와 빈민층을 위한 인권과 복지정책의 현장

에서는 럭셔리한 스타일을 배제하고 대중적 패션 스

타일로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대중과 소

통하는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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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ay Revolution Celebrated (2013/2015)

-http://www.corbisimages.com,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16. Power Style 

-http://www.thehifashionsite.com

Figure 17. Luxury Style

-http://www.hispanicallyspeakingnews.com

패션 폴리틱스 현상의 특징  2.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 형  

성에 영향을 미친 패션 폴리틱스 현상의 특징은 키

르치네르주의를 계승하기 위한 권력과 부의 과시현

상 및 제 의 에바 페론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동2

일시 현상이 패션 스타일을 통해 도출되었다.

키르치네르주의 권력과 부의 과시 현상    1) :  

키르치네르주의를 계승하기 위한 권력과 부의 과  

시 현상이 투영된 복식 형태는 큰 벨트나 장식으로 

허리를 강조한 라인과 몸에 꼭 맞는 바디라인을 강X

조한 슈트와 원피스 형태의 글래머스 스타일이다

이러한 스타일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Figure 16). 

한 곤돌리자 라이스의 사례처럼 정치적 권력의 파워

를 성적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상으로 레드, 

핑크 퍼플 블루 등의 강렬한 색상과 함께 카르스, , 

마 넘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권력과 부의 과. 

시현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서는 명품 핸드백과 

스틸레토 힐 및 고가의 액세서리로 완벽한 패션을

추구하는 럭셔리한 스타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의 첫 번째 사진은 페르난데스가 늘 착  Figure 17

용하는 액세서리로 양 손에 낀 반지와 시계 목걸, , 

이 귀걸이로 완벽히 세팅된 모습이다 페르난데스, . 

는 럭셔리한 액세서리를 통해 정치적 파워를 투사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잡지 뻬. 

르필 은 크리스티나는 매일 만 달러의 롤렉(Perfil) 2

스시계나 만 달러의 불가리시계 만 달러의 사파1 , 1

이어 링과 만 달러의 결혼반지 만 달러의 이어링1 , 1

을 착용한다 고 비난하였(as cited in Shim, 2012)

다 의 두 번째 사진은 페르난데스가 외교. Figure 17

행사로 파리에 머무는 동안 구매한 명품 구두와 핸

드백이다 히스패닉 뉴스. (Hispanically Speaking 

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News)

하고 페르난데스는 외교방문 중에 한 켤레에 5,500 

달러하는 루부탱 슈즈를 켤레나 구입하고 루이비20

통 백 과 에르메스의 겔리 백(Louis Vitton bags)

등 사치스런 쇼핑행각(Hermes Birkin & Kelly bag) 

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rgentina’s President 

Cristina Fernández Paris Shopp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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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ashion in Politics : Identification Symptoms

-http://foros.3dgames.com.ar, http://www.lanacion.com.ar

제 의 에바 페론 동일시 현상  2) 2 : 

제 의 에바 페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크리스티나   2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스타일에 담긴 에비타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요소는 여성적 특성을 잘 

살린 엘레강스한 이미지와 에 따른 패션 스타T.P.O

일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의 는 페르난데스의 스타일이 우BBC Murphy(2007)

아하고 패셔너블한 에비타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논평하면서 페르난데스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해 매‘

우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섹시한 여성 으로 묘사한 , ’

패션디자이너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은 .  Shim(2012)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스타일이 패션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극명히 드러냈던 에바 페론의 선례를 따

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에바 페론이 일상적 . 

국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정장 차림의 넓은 바지와 

셔츠를 입었으나 외교적 행사에 참여할 때는 엘레강

스하고 특별한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던 것처럼 페르

난스 대통령도 에 맞는 의상을 적재적소에 선T.P.O

택하며 정치적 스타일 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스타일 분석 에 . Table 2

제시된 외교행사에서의 화려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

와 국내행사 중 에 제시된 인권과 복지 정Figure 13

책 현장에서의 서민적 패션 스타일을 통해서 에바 

페론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은 보석과 브로치를 통해 에바 페론의   Figure 18

이미지를 차용한 페르난데스의 모습이다 오른쪽의 . 

국기형태의 브로치는 년 미국 워싱턴 에서 2010 D.C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착용한 브로치를 확대

한 것으로 캐럿 화이트 골드 블루 토파즈 다이18 , , 

아몬드와 황수정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에바 두 아르

테 데 페론 국기(Maria Eva Duarte de Peron 

의 복제본이다National Flag) . 

결론IV. 

본 연구는 여성 대통령의 정치 이미지와 패션 폴  

리틱스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 여성 대통령 

중 패션을 정치에 가장 잘 활용하는 패셔니스타로 

평가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

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정치 이미  , 

지는 정치 이슈인 키르치네르주의와 인물 이미지인 

제 의 에바 페론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키르치네르2 . 

주의는 남편이 세운 키르치네르 정부를 계승하는 페

르난데스 정부의 정치 노선을 상징하며 제 의 에바 , 2

페론 이미지는 아르헨티타의 성녀로 불리며 국민들

로부터 추앙받는 국모 에바 페론의 이미지를 투영함

으로써 노동자와 빈민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미

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폴리  , 

틱스 현상은 키르치네르주의와  제 의 에바 페론의 2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권력과 부의 과

시 현상과  에바 페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동일시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 

령이 권력과 부의 과시 현상으로 선택한 패션 스타

일은 바디라인을 살린 슈트차림의 글래머스 스타일

과 강렬한 패턴의 유채색 패션으로 성과 권력의 정

치적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리더. 

십을 행사하는 정치적 행사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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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시계와 진주 목걸이 귀걸, 

이 반지 등 백만 달러가 넘는 액세서리는 권력을 , 

통한 부의 과시 현상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 

현상은 에바 페론의 사치스런 보석 수집 및 재산 은

닉과 맥을 같이 하며 페르난데스의 정부를 부패한 

정부로 비판하는 정치가들에게 논란의 요소를 제공

하고 있다. 

대담하고 화려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스타  

일은 여성 대통령들이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패션 스

타일과는 차별화된 스타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증

가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치 이

미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아함과 여성적 정체성이 극명히 드러나고   , 

있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스타일은 권력의 상징을 

남성적 스타일로 결합시키려는 기존의 여성 정치인

들에게 성과 정치적 권력의 상관관계를 재인식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남성적 스타일이 .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공식화 되어왔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 

은 년 미국 대선전에서 중성적인 스타일로 여2008

성적인 옷차림을 꺼려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패션 스

타일 정책을 비난하며 여성스러움과 미적 감각을 감

춘 힐러리 클린턴의 남성적 스타일이 지지율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un, 2008). 

둘째 화려한 색 및 블랙을 통해 정치적 정체성과   , 

강력한 카리스마를 투영하고 있는 페르난데스의 색

의 정치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색이 갖는 속성

을 정치적 이미지 형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

다 따라서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와 관련된 상황에. 

서 선택한 복식의 색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정치적 

신념과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임을 

인지하여 색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명품 구두와 핸드백에 대한 집착과 고가의   , 

쥬얼리로 완벽한 패션을 추구하는 페르난데스의 액

세서리 정치는 사치스럽고 부패한 수장의 모습으로 

공격을 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액세서리는 정치적 .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무언의 도구로 정치인

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사치스러움과 

검소함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 따라서 브로치나 스카프 쥬얼리 등의 액세서리. , 

와 가방 핸드백과 같은 소품의 활용이 빈번한 여성 , 

정치인들에게 있어 액세서리라는 아이템이 정치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여성 대통령이라  

는 특정한 범위를 한정하여 진 진행되었기에 크리스

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사례 분석으로 도출된 논

의의 내용을 모든 정치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패션 전문가들로부터 스타일 디. ‘

바 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자신만의 대담한 패션 ’

스타일로 패션과 정치적 상관관계를 구축해온 페르

난데스 대통령의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연구

는 패션을 정치에 적용함에 있어 보수적 접근으로만 

한정해왔던 여성 정치인들에게 개인의 취향과 여성

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패션이 정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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