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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특성

김 지 혜․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female fashion designs 
by reviewing the genderless styles in androgynous trends that have loomed large in 
women's fashion, as well as through analyzing and organizing the changes in women's 
fashion that were required in a society in which various values coexi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genderless concepts, through which a total of 
1,273 materials were selected from 10 brands of the S/S collections, during the period 
of 2006~201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out the juxtaposition of incongruous 
objects or images and a fixed type of color arrangements, the compromise shown in 
women's fashion were mostly expressed through various tones and diverse colors, and 
with the mixed use of heterogeneous patterns and materials. Second, the enjoyment 
of genderless styles was expressed with the unexpectedness that occur through 
symmetry/asymmetry and harmony/disharmony, as well as through the deviation from 
conventional notions regarding clothing structures. Third, the exaggeration expressed 
in women’s clothing collections perfectly covered up a woman’s body shape with the 
silhouette of exorbitantly expanded bulk and dimensions. These were done with extended 
lengths, expanded adornments, and modified clothing design types or structures. 
Fourth, the sensuality of genderless styles analyzed in women’s fashion was expressed 
with mannish clothing that accentuates the beauty of the female body. Lastly, the 
historicity shown in genderless styles was expressed through clothing that represented 
traditional styles of the past, the symbolic meanings expressed in the clothes’ colors 
and patterns, and the methods in which the decorative factors were utilized.

Keywords: genderless style(젠더리스 스타일), women's fashion(여성 패션), compromise 
(절충성) 

I.�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다양한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性)의 개념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급성장과 냉전,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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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관심, 또 다시 겪게 되는 극심한 불황과 같

은 역사적인 터널을 겪으면서 개인은 행복한 삶을 누

리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존재에 집중하기 시작

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

게 되었다. 이는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서 여러 문화의 공존과 융합에 의해 과거의 복식이 

재해석되어 새로운 스타일이 출현하기도 하고, 전통

적인 성 역할의 변화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복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 이후의 성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과학의 발달, 1차 세계대전 이후 여권 신장 운동에

서 시작된 1960년대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대중 매체 발달 등의 다양한 요인에 혁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보다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의식구조는 다양한 가치를 공존하게 하

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의복에 있어서 젠더리스 룩 출현의 사회문화적 바탕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 21세기에는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여자 타투이스

트가 주목을 받는 등 직업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패션 스타일링에서도 각 개인의 선택권과 개

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패

션과는 전혀 다르게 귀걸이를 하거나, 허리 라인을 

드러내는 옷을 입는 남성, 군화를 신고 밀리터리 룩

을 입는 여성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젠더리스 패션(genderless fashion)’
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복의 전유

물로 여겨졌던 패션 요소들이 여성복에 더욱 부각되

고 있으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컬러풀한 액세

서리나 화려한 컬러의 의상을 입는 남성들이 대거 등

장하면서(Yoo, 2014), 단순한 복고형 부활이 아닌 21
세기의 젠더리스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패션에 있어서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써 양성적인 젠더리스 트렌드는 현재 시즌을 거듭할

수록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19세기 이후부터 여성운동, 
노동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대다수의 많은 여성

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정치, 사회, 경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의 파워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으며, 이로써 여성들이 리더십과 구매력을 가

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으

로써 패션계에서도 남성들보다 일찍이 남성 아이템

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혼성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젠더리스 스타일과 연

관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은 남성 패션에 나타난 현상

으로만 한정되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현대 여성 패

션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젠더리스 스타일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 스타일

에 대한 남성 패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남

성 패션에 있어서의 변화하고 있는 젠더리스의 특성

을 컬렉션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며, 대부분 남성복 스

타일이나 아이템에 따른 젠더리스의 특징을 디자인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들에 치중되어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여성 패션에 나

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

의 변화하는 패션에 대한 인식을 분석 정리함으로써 

젠더리스 스타일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화되는 여성 패션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 모색 및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 국내외에서 출판된 단

행본 및 간행본, 국내외 학위 논문 및 학회지에서 발

표된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성 패션의 젠더리스 

경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여성

들의 패션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6 S/S~2016 S/S 시즌까지 발표된 세계 4
대 컬렉션(Paris, Milan, New York, London)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영향력 있는 국외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중 다양한 매스미디어와 국내외 문헌자료 등

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여성 패션에 젠더

리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컬렉션을 꾸준히 

발표한 디자이너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브

랜드는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메종 마르

지엘라(Maison Margiela),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구찌

(Gucci),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폴 

스미스(Paul Smith),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톰 브라운(Thom Browne), 랙 앤 본(Rag & Bo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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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여성복 브랜드로 선별하였다. 컬렉션 자료

는 패션정보사이트 보그닷컴(http://www.vogue.com)
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 브랜드의 모든 사

진을 수집한 후 대조하여 젠더리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선별하였다. 변화하는 여성 복식과 현

대 패션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 축출

된 자료에 대하여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Ⅱ.� Genderless

1.�Conception� of�gender� and�genderless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용어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식적인 성(sex)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gender)로 구분되어진다. 섹

스는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언급하는 반면, 젠더는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인 구분을 언급함으로써 사회

적, 심리학적으로 구성된다(Park, 2003).
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젠더는 대부

분의 남성들은 남성적으로, 여성들은 여성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의 대부

분은 남성보다 더 여성적이라든지, 여성이 대다수의 

여성보다 남성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젠더는 사

회적으로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과 관련 있는 정

체성, 활동, 역할, 감정,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학습한 뒤 내면화하거나 도전하는 것

들을 말하며, 이는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Wood, 2005/2006). 이러한 젠더라는 용어

는 언어학이나 철학에서만 사용되다가 1955년 심리

학에서 존 머니(John Money)가 외부의 생식기가 애

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상태를 서술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Yoon, 1998).
젠더리스(Genderless)는 199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되고 있는 젠더에서 파

생된 용어로서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ʻ중성적인’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패션에서의 젠더리스

는 성별 코드의 일탈로서 원래의 사물과 사회가 지니

고 있는 개념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주도적인 신세대

들에 의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숨

겨져 있었던 양성성을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부정하거

나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본질 또는 하나의 개체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개념이며, 성에 의해 나눠졌던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아무런 규범과 규제 없

이 통합시켜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Yoo, 
2007).

영국의 셀프리지 백화점은 성 정체성이 없는 사람

을 뜻하는 단어의 의미에 착안해 ‘Agender’라는 팝업 

스토어를 선보여 ‘his’, ‘hers’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하여 옷이 개인을 정의하던 시대에서 개인

이 옷을 정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개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n, 2015). 성적인 유동성과 성적 중

립성은 패션을 지배하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으며, 개인의 의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한 

패션계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금까지 보여졌

던 것과 다른 감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이 대거 등장하

는 계기가 되었다.

2.�Advanced�research�analysis�genderless�fashion

패션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젠더리스 스타일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성복 스타일이나 

의복 아이템에 따른 젠더리스의 특징을 디자인 특성

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와, 남성 패션에 있어서 변

화하고 있는 젠더리스의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한 연

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 

스타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5
년까지 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Kim and Yim(2015)은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

론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

고 있는 젠더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디자인에 있어서 젠더 및 지배담론에 해체적․저항

적 경향을 가진 남성복 컬렉션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남성 젠더의 특성을 크게 전통적 남성성, 저

항적 남성성, 해체적 남성성인 세 가지 특성으로 분

류하여 나타냈다. 특히 저항적 남성성은 남성성을 강

조하는 특징과 여성성을 도입한 특징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는데, 남성성 강조는 과장지향적인 남성의 환

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초적 남성성과 

성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관능적 남성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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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분화하였으며, 여성성 도입은 여성성과 남성성

의 특징이 모두 낮아 중성화된 경우인 무성성과 여성

성과 남성성의 특징이 바람직하게 나타나 ‘제 3의 

성’을 형성하는 양성성으로 세분화하여 도출하였다.
Jung(2015)의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시

뮬라시옹(Simulation) 현상의 특징이 젠더리스 패션

에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뮬라시옹에 표현

된 현대패션의 이미지 특성을 다원성, 상호연관성, 탈
재현성 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다원성은 

서로의 성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과 다양한 소재 등을 

재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의 복합성과, 이질적인 이

미지를 이용하거나 착장법의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고정관념의 해체로 나누어 설

명하였다. 상호연관성은 시대적 상호텍스트성과 이분

법의 부재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시대적 상호텍스

트성은 패션과 비(非)패션의 경계를 허물며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과 특정한 

목적에 착용하는 복식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스타

일이라 표현하였다. 이분법의 부재는 본래 가지고 있

는 의미를 해체하여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복식

이라 고찰하였다. 탈재현성은 신체를 위한 복식의 개

념을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장, 왜곡하여 변형하

는 신체 구조의 해체와 사회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제 3의 성을 제시하여 표현하는 제 3의 성 등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Yoo(2012)는 남성 젠더리스 유형 중 하나인 엠니

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엠니스의 

의미와 특징을 패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작

품 제작을 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서의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남성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엠니스의 

조형적 특성을 실루엣, 색상, 소재, 문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엠니스의 의미적 특성을 성의 해체성, 
통합성, 절충성, 관능성으로 도출하여 설명하였다. 엠
니스의 적용에 있어서의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

분법을 해체하고, 이성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패션에 

도입한 경우를 말하며, 여성적인 이미지와 남성적인 

이미지의 조합, 해체, 재구성을 통해 스타일이 표현된

다. 통합성은 남성과 여성의 패션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함으로써 양

성의 교차를 통하여 긍정적인 조합을 이끌어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절충성이란 이질적인 소재

들의 사용, 고급문화와 하위문화를 해체하고, 이들 각

각 요소들의 혼성과 도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능성은 신체의 직접, 간접적인 노출을 통하여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써 시각적으로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며, 관능적인 느

낌이 패션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Lee, Byun, and Lee(2006)의 연구에서는 메트로섹

슈얼 현상을 중심으로 남성복 스타일에 나타나고 있

는 외적 표현의 특징을 디자인 요소인 형태, 소재, 색
상으로 구분하였고, 내적 의미의 상징성을 성의 해체

성, 관능성, 절충성이라는 세 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성의 해체성이란 남성적 이미지와 여

성적인 이미지의 남녀 이분법을 해체, 절충, 조합으로 

재구성하여 디자인에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관능성

이란 신체의 간접․직접적인 노출을 통하여 관능적

인 부위를 강조하고,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

게 되어 이에 따른 인체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절충성이란 소재나 형태 등 디자인의 여러 요

소 중에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조화시

키는 것을 말하며,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의 결합, 이
질적인 소재의 사용,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나 대상의 

병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하위문화와 고급문

화를 해체하고, 각 요소들을 혼합, 도치한 풍부하고 

독특한 표현으로 애매성이 강조된 특성이라 고찰하

였다.
또한 젠더리스의 의미가 구축되어진 계기를 설명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앤드로지너스에 관하

여 연구한 Kim and Geum(1998)은 현대 패션에 나타

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기능적 특성을 유희성의 표

현, 성역할의 변화, 내적 의식의 표현, 자유로운 감성

의 표현, 이상적 인간형의 추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앤드로지너스의 기능에서 유희성의 표현이란 코믹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역할의 

혼돈이나 성도착은 유희성을 통해 표현된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여장 남자, 남장 여자의 등장은 의외성

으로써 신선함과 동시에 웃음을 안겨주고, 서로 이성

의 복식이나 상징물을 착용하려는 욕구는 지속적으

로 그 정도를 극대화시켜 과장하고, 유머러스함을 표

현해주고 있다고 고찰하였다. 또한 앤드로지너스 룩

은 성에 국한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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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화와 

이상미, 다원주의 등 이상적 인간형을 추구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Researcher Research topic Characteristics

Kim, Hyun Jung 
Yim, Eun Hyuk

(2015)

Gender ident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 Focus on Judith Butler's 
gender identity theory -

- Traditional masculinity
- Resistant masculinity (macho masculinity, sensual 

masculinity, asexuality, androgyne)
- Decons-tructive masculinity 

Jung, Min Ah
(2015)

Simulation phenomenon in fashion of gen-
derplay look

- Pluralism (complexity of meaning, deconstruction 
of stereotype)

- Inter-connectivity (periodic mutual-textism, absence 
of dichotomy)

- Counter-reproducibility (deconstruction of physical 
structure, emergence of the third gender)

Yoo, Hyejin
(2012)

A study on design development applying 
M-ness expressed in contemporary man's 
fashion

- Dissolutive characteristic
- Integrative characteristic
- Eclectic characteristic
- Sensual characteristic

Lee, Un-Young
Byun, Mi-Yeon
Lee, In-Seong

(2006)

A study for the characteristics of men' 
costume style on contemporary fashion - 
Focusing on metrosexual phenomena -

- Deconstruction of gender
- Sensuality
- Compromise

Kim, Kyung Ok
Geum, Key Sook

(1998)

A study on the androgynou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 Expression of fun
- Change in gender roles
- Expression of the inner consciousness
- Pursuit of the ideal human type

<Table� 1> Advanced research analysis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Element Male image Female image

Items - Jacket, Coat, Tailored suit, Pants
- Tie, Hat, Men's shoes, Stick

- Blouse, Skirt, One-piece
- Scarf, Women's belt 
- Jewellery, Accessory

Line - Straight line, Vertical line, Broad lines - Curve line

Silhouette 
- An inverted triangle (Y) silhouette
- Bulk silhouette
- Straight silhouette

- X silhouette
- Fitted silhouette

Material

- Harsh and stiff material
- Uniform surface fabric
- Heavy fabric
- Brocade, Tweed, Homespun, Crepe

- Soft, Silky material
- Transparent material
- Drapery material
- Polishing material
- Lace, ruffle

Color - Low brightness, Deep colors, Cool color 
- White black grey neutral color

- High brightness
- Colorful chromatic color
- Pastel color

Pattern

- Check, Stripe 
- Geometric patterns
- Animal pattern 
- Solid material, Large pattern

- Plant pattern
- Abstract pattern 
- Small pattern

<Table� 2> Fashion design element according to the sexual image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관련 선

행연구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으며, 본 선행연구

를 통하여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현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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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젠더리스 스타일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Ⅲ.�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Style�

in�Women's� Fashion

본 연구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현대 여성복 컬

렉션에 등장한 젠더리스 특성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젠더리

스의 표현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

준을 마련하였으며,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젠더

리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다양한 매스미

디어 자료들을 통하여 젠더리스 패션을 선보이고 있

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나

타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을 지닌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 10
인을 선정하였다. 2000년부터 남성복 컬렉션에 젠더

리스 스타일의 발표가 활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후반부터 남성복 젠더리스 

스타일에 대한 발표와 연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2016년을 기준으로 10여 년간 

여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고자 사진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2006년 이후부터 발

표한 컬렉션에서 여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이 현대까

지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06 S/S 컬렉션을 여

성 젠더리스 패션 도약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이후

Designer Compromise Enjoyment Exaggeration Sensuality Historicity Total

Yohji Yamamoto 204 38 40 13 5 300

Maison Margiela 44 24 24 23 2 117

Giorgio Armani 72 4 1 4 1 82

Dolce & Gabbana 40 0 4 9 19 72

Gucci 47 3 3 4 6 63

Vivienne Westwood 79 26 9 3 2 119

Paul Smith 105 11 2 5 9 132

Alexander Wang 139 3 8 12 9 171

Thom Browne 41 59 19 0 0 119

Rag & Bone 68 1 0 23 6 98

Total 839 169 110 96 59 1,273

<Table� 3>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style appeared in contemporary women's collection

2016 S/S 컬렉션까지 11년간 21개 시즌의 작품사진

을 패션정보 사이트 보그닷컴(http://www.vogue.com)
에서 9,035개 수집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의 작품이 

1,560개로 가장 많았고, 톰 브라운의 작품 수가 330
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여성복 컬렉션은 2010년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구자에 의해 1차적으로 젠더리스 특성을 지닌 

사진 자료로 2,252개 추출되어 설문을 위해 사용되

었다.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

문을 위하여 수집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사진 자료는 브랜드(디자이너)
별, 시즌별, 연도별로 작품 사진을 배열하여 자극물

을 완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될 디자이너의 정보 제공

이 자극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집단에게 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문 

시 브랜드 간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브랜

드 별로 발표한 시즌을 그룹으로 묶은 후 자극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극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인 성의 해체성, 절충성, 통합성, 관능성, 탈재현

성, 유희성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선행 연구 및 매스

미디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한 후 표로 제작

하여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설문에는 총 7명의 의류

학 분야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현대 여성 패션에 

표현된 젠더리스 표현 특성이 나타난 사진 자료를 선

별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분석 사진 자료는 1,273개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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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젠더리스 특성을 보이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살펴

보면, 요지 야마모토가 총 300개로 2006 S/S 시즌부

터 2016 F/W 시즌까지 매 시즌 젠더리스 표현 특성

을 지닌 작품을 상당히 많이 선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W 시즌의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출현 

빈도가 S/S 시즌의 출현 빈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수집된 사진자료를 브랜드

별 출현 빈도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젠더리스의 특성을 기

준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전문가 집단과 설문 결과,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특성은 절충성, 관능

성, 유희성과 추가적으로 과장성, 역사성의 5가지 특

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존 남성복 선행 연구에

서 나타나지 않았던 시각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과장

적 표현의 과장성과 변형된 역사적인 사실과 지역적

인 특생을 반영하는 역사성이 부가되어 도출됨으로

써 여성패션의 젠더리스 특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

었다. 전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빈도는 다

양한 요소로 혼합되어 표현된 절충성(66%)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유희성(13%), 과장성(9%), 관능성

(7%), 역사성(5%)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Dolce & Gabbana

2011 F/W
From. Vogue. (2011c). 
http://www.vogue.com

 
<Fig.� 2> 

Paul Smith
2011 S/S

From. Vogue. (2010b). 
http://www.vogue.com

 
<Fig.� 3> 

Thom Browne 
2015 F/W

From. Vogue. (2015a). 
http://www.vogue.com

 
<Fig.� 4>�

Vivienne Westwood
2015 F/W

From. Vogue. (2015e). 
http://www.vogue.com

 
<Fig.� 5>�

Gucci 
2016 S/S

From. Vogue. (2015g). 
http://www.vogue.com

1.�Compromise

절충주의란 좁은 의미로 각기 다른 분위기를 내는 

단품의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상이한 견해, 사상, 이론 등 단

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 또는 기존의 영

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거나 또는 이를 통하여 새로

운 영역의 모색을 의미하기도 한다(Kim, 2006). 패션

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분야에 반영된 절충성은 포스

트모더니즘 예술표현기법 중 하나로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고 있으며,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

체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범주와 시대적 맥락을 모

두 포괄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회와 문화, 스
타일의 경계와 구분이 희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결합과 대조의 경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불확

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혼합

이라 할 수 있다(Yim, 2003).
따라서 현대패션에 표현되어지는 절충성은 형태나 

소재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 중 이질적인 요소를 도

입하여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고정된 배색 형식 없이 다양한 톤과 

색상의 사용, 문양이나 질감에 따른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 디자인의 결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또한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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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혼성, 도치하여 풍부하고 독특한 표현과 애매성이 강

조된 표현,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혼합 

등으로(Lee et al., 2006) 다양하게 젠더리스 디자인으

로 표현될 수 있다. 
돌체 앤 가바나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절충성

을 표현하였다. 별 모티브의 퍼 코트와 스팽글로 가

득찬 스키니 팬츠를 착용하고, 기존의 넥타이보다 크

기가 큰 넥타이를 셔츠위에 착용함으로써 절충을 통

한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였다(Fig. 1). 여성복을 매

니시한 느낌으로 세련되게 표현한 폴 스미스는 소프

트한 소재를 활용한 점프 수트와 남성용 테일러드 재

킷, 그리고 남성용 구두를 함께 스타일링하여 기존의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를 탈피하였다(Fig. 2). 톰 브

라운은 블랙 색상의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수트와 재

킷, 스커트, 넥타이를 착장하여 젠더리스 룩 아이템들

에 대한 절충성을 표출하였다. 이는 과도한 착장으로 

인하여 거부감을 주는 의미보다는 절충을 통한 개성

을 표출하고, 다른 아이템들 간의 믹스 매치를 통하

여 젠더리스 패션만의 새로운 이미지 확대를 이루고 

있다(Fig. 3).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전형적인 남성복 

아이템인 품이 넉넉하고 각진 어깨의 테일러드 재킷

과 전체적으로 프린지 장식을 활용한 여성적 느낌의 

스커트를 착장하였는데, 이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

적 이미지의 혼합으로써 절충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Fig. 4). 구찌는 전형적인 남성 수트 디자인을 여

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부각시킨 소재와 색상의 적용

하여 디자인하였다. 플라워 문양이 가득한 소재의 사

용과 옐로우, 핑크, 레드 색상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절충적인 스타일의 추구를 보여주었다(Fig. 5).

2.� Enjoyment

사전적인 의미로 유희란 특별한 목적을 지니지 않

아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활동의 총칭

이며, 오락이나 유흥 등과 함께 ‘재미있다, 이상하다, 
유쾌하다, 흥미 있다, 우습다’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스러운 것, 즉 자유이며 

이는 ‘실제의’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

주 자유스러운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게 되는 것이다(Ha, 1994). 이처럼 유희성은 재미와 

즐거움을 본질로 삼아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

의 발산을 위해 반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

게 된다. 또한 이질적 요소의 도입, 일상규칙의 위반, 
무지, 외설, 강조, 하락, 왜곡, 변형, 모순, 부조화 등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쾌감, 그리고 우월

감을 느끼게 하여 재미와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

(Kim, 2003).
형태 구조의 변형으로 표현되는 젠더리스 패션의 

유희성은 대칭과 비대칭, 조화와 부조화를 통해 나타

나며, 이들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으로 재형성된다. 요지 야마모토는 네이비의 

벨벳 포켓이 달린 재킷의 비대칭 구조를 통하여 모순

과 부조화의 미를 선보였다. 테일러드 재킷은 리본 

디테일과 오버사이즈 포켓의 구성적 형태를 통해 좌

우 비대칭의 형식을 디자인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자유스러운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부조화에서 

비롯된 안정감과 조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차별화

를 이루고 있다(Fig. 6).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은 입

체적으로 표현되는 의상을 평면의 직사각형 종이를 

넣은 듯한 평면화된 실루엣으로 변형하였다. 셔츠는 

직사각형 모양의 비닐에 밀봉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

었으며,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평면의 형

태로 보이지만 착용을 함으로써 움직임에 의해 입체

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이었다. 이처럼 마르지엘라는 

의복 내부의 세부적인 선과 면을 모두 생략하여 일반

적인 옷의 구조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남

으로써 충격과 의외성으로 발생하는 유희성을 표현

하였다(Fig. 7). 톰 브라운의 그로테스크하고 폐쇄적

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던 2013 F/W 컬렉션은 영화 이

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 역할을 연상시키

는 작품이었다. 과도한 형태의 어깨라인을 강조하는 

테일러드 재킷과 커진 타이는 형태를 과장하면서 전

체적으로는 신체를 통제하는 실루엣을 나타냈다. 이

러한 억압되고 통제되는 실루엣과는 반대로 여성스

러운 레이스와 장미 모티브 장식인 이질적 느낌의 소

재를 함께 사용하여 기대하지 못한 뜻밖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Fig. 8). 구찌는 꽃무늬와 뱀무늬를 수놓

은 재킷과 팬츠, 파인애플 모양의 무늬를 일정한 간

격으로 배열한 핑크 컬러의 넥타이 착용과 함께 커다

란 안경으로 스타일링하여 귀여우면서 유아적인 느

낌이 드는 작품을 선보였다(Fig. 9). 패션에 있어서 자



Vol. 24, No. 6 김지혜․이연희 203

－ 911 －

<Fig.� 6> 
Yohji Yamamoto 

2006 S/S
From. Vogue. (2005). 
http://www.vogue.com

 
<Fig.� 7>  

Maison Margiela 
2011 S/S

From. Vogue. (2010c). 
http://www.vogue.com

 
<Fig.� 8>�

Thom Browne
2013 F/W

From. Vogue. (2013b). 
http://www.vogue.com

 
<Fig.� 9>�

Gucci
2016 S/S

From. Vogue. (2015f). 
http://www.vogue.com

 
<Fig.� 10>�

Vivienne Westwood 
2016 S/S

From. Vogue. (2015h). 
http://www.vogue.com

신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비비안 웨

스트우드는 핑크 컬러의 스트라이프 파자마룩 위에 

비행기, 공룡 등 아이들의 장난감과 단추들을 전체적

으로 배치한 재킷을 착의하고, 눈썹위에 레드컬러로 

메이크업하여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연출하

였다(Fig. 10). 

3.� Exaggeration

과장(誇張)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보

다 지나치게 불려서 표현한다는 것으로(“exaggeration”, 
n.d.), 미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타인의 

찬사와 주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적인 표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과장적 표현은 주변에서 다양

하게 접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의사 전달을 적극적으

로 표현하면서 자극적이고 변형된 표현 수단으로 자

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Yoo & Lee, 2014).
조형적인 측면에서 과장은 사물을 실제보다 지나

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사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형하

여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형성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조형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복식에서의 과장은 

주로 형태적인 과장을 의미하여 복식의 선과 실루엣

이 실제의 신체보다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뜻한다. 따라서 복식에 있어

서 과장이란 형태적인 확대, 축소에 의한 왜곡과 과

장, 변형에 의한 과장, 신체적 제약을 주는 물리적인 

과장을 모두 의미한다. 또한 지나치게 크고 장식적이

어서 시각적인 위압감을 주거나, 선과 색의 배열 작

용으로 인하여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복식도 과장형 

복식이라 할 수 있다(Han, 2010).
메종 마르지엘라는 길이의 확대에 해당하는 디자

인으로, 바닥까지 끌리는 팬츠를 착용하여 길이가 더

욱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길이

에 의한 과장을 표현하여 인체의 특정 부분을 길게 

늘여 강조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

인 의복의 형태를 벗어나서 기형적인 형태로 표현되

는 상하로 늘린 수직과장으로 표현하고 있다(Fig. 11). 
톰 브라운은 의복의 장식을 확대 강조하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그레이 색상의 수트 앞부분에 전체적으

로 과도하게 크고 화려한 리본 장식으로 과장되게 강

조하여 괴이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흥미와 입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장

식 활용에 의한 과장성을 표현하였다(Fig. 12). 알렉

산더 왕은 복식글러브의 형태를 과도하게 확대시켜 

디자인하였다. 형태감 넘치는 오버사이즈 코트를 착

의하고, 권투장갑과 같은 모피 글러브를 기존의 글러

브보다 훨씬 크고 길게 확대시켜 인체의 특정부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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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ison Margiela 

2007 S/S
From. Vogue. (2006b). 
http://www.vogue.com

 
<Fig.� 12>�

Thom Browne
2012 F/W

From. Vogue. (2012). 
http://www.vogue.com

 
<Fig.� 13>�

Alexander Wang 
2013 F/W

From. Vogue. (2013a). 
http://www.vogue.com

 
<Fig.� 14> 

Vivienne Westwood
2015 F/W

From. Vogue. (2015e). 
http://www.vogue.com

 
<Fig.� 15>  

Yohji Yamamoto 
2015 F/W

From. Vogue. (2015b). 
http://www.vogue.com 

팔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만족을 극대화시켰다(Fig. 13). 비비안 웨스트

우드는 테일러드 재킷의 길이를 확장하고, 어깨를 넓

게 확대하였으며, 팬츠의 폭도 최대한 확장시킨 형태

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확대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러한 수평적 과장은 여성의 인체 형태를 알

아볼 수 없도록 과하게 포장된 형태로 표현되어 젠더

리스 패션만의 과장된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14). 
의복 형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디자인을 선보인 요지 야마모토 컬렉션 작품에서는 

블랙 셔츠의 커프스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최대한으

로 크게 디자인하였으며, 셔츠의 뒷부분을 팬츠보다

도 길게 연장하여 바닥까지 늘어뜨림으로써 전체적

으로 인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 과장된 효과를 주었다

(Fig. 15). 

4.� Sensuality

인간의 성적 자극을 통한 쾌락은 본능적이고 자연스

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육체적 애욕을 드러내는 

복식의 관능적인 표현은 인간 사회현상의 일부분으

로써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흐름과 변화

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

로 성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어 여성의복에 두드

러지게 나타내어 왔으며, 이러한 성적 특성을 의복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대신에 은밀히 암시함으로써 

성적인 특징을 상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게 한다(Lim & Lee, 2003).
현대 패션에서 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신

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신체의 관능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방법, 신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싸

는 은밀한 방법,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라인을 

강조하여 시각적인 인지와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불

러일으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젠더리스 디자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돌체 앤 가바나의 여성미를 극대화한 작품은 레이

스 소재를 사용한 란제리룩 착장 위에 허리의 곡선을 

강조한 매니시한 블랙 테일러드 재킷을 착용함으로

써 육감적인 신체 라인을 강조하고, 여성의 관능성을 

표현하였다(Fig. 16). 고급스러우면서도 쿨하며 동시

에 관능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주력했던 알렉산더 

왕은 신체를 엿볼 수 있는 블랙 색상의 얇고 비치는 

트렌스페어런트 소재를 활용한 상의를 착용하여 여

성의 아름다운 인체미를 표현하였다(Fig. 17). 폴 스

미스는 신체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한 시스루 셔

츠를 착의하여 여성의 성적 특징을 상징화하고 있다. 
아이템의 구성만으로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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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olce & Gabbana 

2010 F/W
From. Vogue. (2010a). 
http://www.vogue.com

 
<Fig.� 17> 

Alexander Wang 
2011 F/W

From. Vogue. (2011a). 
http://www.vogue.com

 
<Fig.� 18>�
Paul Smith
2011 F/W

From. Vogue. (2011b). 
http://www.vogue.com

 
<Fig.� 19>�

Maison Margiela
2012 S/S

From. Vogue. (2011d). 
http://www.vogue.com

 
<Fig.� 20>�

Gucci 
2013 F/W

From. Vogue. (2013c). 
http://www.vogue.com

스루 셔츠를 통해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하고, 남성복

과 같은 오버사이즈 실루엣 팬츠를 착의함으로써 젠

더리스 스타일에서의 관능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Fig. 18). 메종 마르지엘라는 여성의 몸을 인위적으

로 드러내기 보다는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몸 

전체를 감싸는 복식을 통해서 성적인 매력을 과시한

다. 마르지엘라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의 유기

적인 흐름에 따르는 인체의 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블랙의 가죽 롱 자켓을 착용하고, 헤어로 눈을 가림

으로써 여성의 시크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Fig. 19). 여성의 섹시함과 아름다움을 끊임없

이 추구하는 구찌는 관능성을 상징하는 색상이라 할 

수 있는 블랙 색상의 점프 수트를 착용하고, 상의에 

몸에 밀착되는 레이스를 장식하여 여성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관능적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Fig. 20).

5.�Historicity

현재는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동시적으로 작

용하고 끊임없이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과거의 흔적은 현대적인 새로운 가치와 서로 융합되

어 꾸준히 확장되어 간다. 역사는 과거의 흔적을 유

지하여 새로운 현재를 형성하고, 과거의 흔적이 현재

의 순간에 자리 잡아 인과관계를 남기는 것을 역사라 

한다(Kang & Kwen, 2013). 역사적 특성은 과거의 시

대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의상을 의미하며, 동․서양

의 민족적인 복식을 포함한다. 젠더리스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 변형된 역사적인 사실과 지

역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패션분야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 역사성은 부분적으로 의복에 변화

를 주어 이전 시대의 복식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Yang & Lee, 2015).
돌체 앤 가바나는 바로크적이며 화려한 승마복 패

션을 선보였다. 엔틱 골드 색상의 테일러드 코트, 높
은 칼라의 셔츠, 골드 버튼이 배열되어 있는 승마 팬

츠, 그리고 승마 부츠에 바로크적인 디테일을 더하여 

역사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Fig. 21). 세계의 역사와 

민족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선보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은 골드 색상으로 가득 찬 동양적

인 패턴의 코트와 팬츠를 착장하고, 소박하고 민속적

인 느낌의 머플러를 함께 스타일링하여 에스닉풍 의

상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하여 젠더리스 스타의 역사

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22). 폴 스미스는 레트로 무

드의 매니시한 룩을 선보였다. 레트로 패턴이 전체적

으로 배열되어 있는 핑크 컬러의 팬츠와 네이비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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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olce & Gabbana 

2006 F/W
From. Vogue. (2006a). 
http://www.vogue.com

 
<Fig.� 22>�  

Vivienne Westwood 
2013 F/W

From. Vogue. (2013d). 
http://www.vogue.com

 
<Fig.� 23>�
Paul Smith
2014 F/W

From. Vogue. (2014a). 
http://www.vogue.com

 
<Fig.� 24>�

Yohji Yamamoto 
2015 F/W

From. Vogue. (2015c). 
http://www.vogue.com

 
<Fig.� 25>

Gucci 
2015 S/S

From. Vogue. (2014b). 
http://www.vogue.com

의 스트라이프 셔츠의 착장에 레트로 패턴이 그려져 

있는 스카프를 착용하여 젠더리스 룩에서의 복고풍 

이미지를 재현하였다(Fig. 23). 밀리터리 룩에서 유래

된 복식은 아이템뿐만 아니라, 견장과 훈장, 군화, 군
모, 금속 단추 등과 같은 액세서리의 활용으로도 군

대풍의 옷차림을 표현할 수 있다. 요지 야마모토는 

어깨의 견장과 금속단추를 이용한 재킷과 밑단을 접

어올린 팬츠, 그리고 군화를 착용한 밀리터리 스타일

의 의상으로 역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Fig. 24). 
구찌는 클래식하면서도 동시에 빈티지한 무드를 연

출하였다. 골드 색상의 오리엔탈풍 장식이 더해진 블

랙 재킷과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 데님 팬츠를 착의하

여 동양적인 신비를 나타내며 구찌만의 유니크한 오

리엔탈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Fig. 25).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Ⅳ.�Conclusion

오늘날 성(性)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바탕

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패션에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예술양식이 이원론적

인 독립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규제와 규범 없이 통합되어가는 탈 장르화 현

상을 나타내며,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 복식은 과거의 남성성과 여성성으로의 이

분법적 구분을 부정하고 있으며, 성별의 경계를 초월

하고 자유로울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 복

식은 변화하는 여성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

써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여성복 컬렉션 분석을 통

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젠더리스의 표현 특성

을 기준으로 최종 1,273개의 자료가 최종 선정되었으

며, 전문가 집단의 설문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도출

된 표현 특성은 절충성이 가장 많았으며, 유희성, 과
장성, 관능성, 역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남성

복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과장적 표현의 과장성

과 역사성이 부가되어 도출되었으며, 시즌별 출현 빈

도는 F/W 시즌의 젠더리스 표현 특성의 출현 빈도가 

S/S 시즌의 출현 빈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특성별로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절

충성과 과장성을 가장 많이 표현한 디자이너는 요지 

야마모토였으며, 유희성의 특성을 많이 나타낸 디자

이너는 톰 브라운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여

성 패션에서 나타난 절충성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



Vol. 24, No. 6 김지혜․이연희 207

－ 915 －

Characteristics Example

Compromise

- Juxtaposition of inharmonious objects or images.
- Use of a variety of tone and color.
- Use of heterogeneous materials in consideration of the feature of 

pattern and texture.
-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costume designs.
- Harmonization of high culture and subculture.  

Enjoyment

- Use of heterogeneous elements
- Pursuit of fun and entertainment through a breach of rules, ignorance, 

obscenity, emphasis, distortion, deformation, contradiction, disharmony, 
etc.

 

Exaggeration

- Subjective and creative reformation by altering either structure or 
form

- Distortion and exaggeration by means of reduction 
- Physical exaggeration producing  physical limitation

  

Sensuality
- Emphasis on sensual body parts by direct exposure of them
- Covert expression by means of indirect exposure or covering
- Emphasis of on body line revealed through the body's movement

 

Historicity

- Ethnic clothing of the East and the West
- Re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historical elements of the previous 

clothing
- Recreation of clothing in terms of its reinterpretation

  

<Table� 4>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style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적 이미지를 혼합, 부조화스러운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를 통해 표현되었다. 또한 고정된 배색의 형식 

없이 다양한 톤과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거나, 이질

적인 느낌의 문양과 소재를 혼용하여 나타났다. 이처

럼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절충성은 탁한 무채

색과 화려한 유채색의 사용, 남성스러운 문양과 여성

스러운 문양의 혼합, 서로 대조적인 소재들이 독특하

고 다양하게 결합되어 중성미를 표현하는 젠더리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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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절충성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닌 디자이너는 요지 야마모토로 분류되었다.
둘째, 젠더리스 스타일의 유희성은 재미와 즐거움

을 본질로 삼아 젠더리스 패션에서 대칭과 비대칭, 
조화와 부조화를 통해 표현되어지거나, 옷의 구조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의외성과 

충격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복식의 일반적인 착장 방

식을 위반한 의상으로 나타내었으며, 유아적인 느낌

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상의 과일, 동물 모양

의 무늬를 사용하거나, 비행기, 공룡 등 아이들의 장

난감 장식품을 의상에 장식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젠더리스 패션에서 유희성을 많이 표현한 디자

이너는 톰 브라운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여성복 컬렉션에서 표현된 과장성은 부피와 

면적을 과도하게 확대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여성의 

신체 구조를 완전히 은폐하였으며, 복식 길이의 확대

를 통하여 특정 부분을 길게 강조하는 방법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

혀졌던 복식의 개념에서 벗어나 의복의 디자인 형태

나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구

성한 디자인 작품이 나타났으며, 의복의 장식을 확대 

강조하여 입체감과 시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작

품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요지 

야마모토는 절충적인 특성과 동시에 과장적인 표현 

특성도 많이 보여준 디자이너로 분석되었다. 
넷째, 여성 패션에서 분석된 관능성은 매니시한 의

상과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할 수 있는 의상을 함께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주로 나타나거나, 이질적 소

재를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레이스 소재의 란제리 룩

과 남성용 테일러드 재킷의 착장, 시스루 소재의 셔

츠와 오버사이즈 남성용 팬츠 착장을 통하여 여성 신

체의 관능적인 부위를 인위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젠더리스 패션에서의 관능성은 여성의 인체를 직접

적으로 노출하기 보다는 얇은 소재로 신체를 감싸는 

복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표현되었으며, 남

성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의 실루엣을 최소화하

고, 특정의 관능적 부위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나타

내었다. 랙 앤 본(Rag & Bone)과 메종 마르지엘라는 

관능적인 특성을 많이 표현한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다섯째,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나타난 역사성은 과

거의 전통적 형태를 재현한 의상, 의복과 색상, 문양

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 장식적 요소의 활용하

는 방법으로 보여졌다. 승마복, 밀리터리 룩처럼 과거

의 특정 복식의 의미에 현대적인 스타일을 가미하여 

젠더리스 패션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서양 복식의 구조적 형태와 동양 전통복식의 문

양을 차용하여 동․서양의 의복 아이템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색상의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 
회색, 금색, 빨간색 계열 등의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역사적 특성을 지닌 의상의 경

우에는 특히 견장, 군화, 모자, 금속 단추, 액세서리 

등 장식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돌체 앤 가바나는 역사성을 다소 많이 표현한 디자이

너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녀 복식에 있어서 성별의 경계를 초월

한 젠더리스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표현 특성을 도출

하였으며, 이에 표현되는 특성을 다양한 시각적 자료

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나고 있

는 다양한 변화 양상의 과정에 대한 연구 근거를 모

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젠더리스 패션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맞물려 변화하고 재구성되며, 여성

의 성역할 변화에 의해 다양한 방법과 스타일로 재정

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변화는 성의 구분이 점

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색다른 해석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

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존의 

선행 연구가 거의 남성 패션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젠더 특성으로 연구된 실정이라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관련 사례들의 분석에 있어서 연

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이다. 현재 남녀 패션 모두를 통해 발전한 젠더

리스 스타일이 거의 남성복에만 한정되어 연구되어

지고 있다. 여성의 젠더리스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현대 패션 분야에

서 심도 있는 연구와 이에 따른 다양한 젠더리스 디

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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