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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유니섹스와는 그 개념과 차원이 다른 젠더리스 개념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에서 젠더리스 

복식의 경향을 파악하며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젠더리스 복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경향과 특징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패션 웹사이트를 통해 이론적 고찰과 

컬렉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컬렉션에서 젠더리스 성향이 강한 디자인을 분석하여 컬렉션에 

표현된 젠더리스 복식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으로 혁신성, 반항성, 

미래 지향성의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의 젠더리스 패션은 단순히 생리적인 성별에 따른 패션이 아나라 

정신적 성별과 생리적인 성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내포함으로써 이는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재의 사회적 현상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문화 현상과 유행이 된 젠더리스 패션를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향후 젠더리스 복식과 관련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 젠더리스 패션, 현대 패션, 혁신성, 반항성, 미래지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rst look at genderless concepts that are different from Unix, 

and by grasping the trend of genderless clothes in modern fashion and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we looked at genderless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and collection case analysi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fashion 

websites.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clothes expressed in the collection were 

derived by analyzing designs with strong genderless tendencies in modern colle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genderless fashion in modern collections could be derived from three visible results: innovation, 

rebellion, and future-oriented. In addition, modern genderless fashion contains various needs for 

mental gender and physiological gender, not simply physiological gender, and this is seen by interacting 

with the current social phenomenon in which gender distinction becomes ambiguous. Understanding 

and studying the genderless phenomenon, which has become a cultural phenomenon and popularity, 

hopes that many follow-up studies related to genderless clothe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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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복장은 인류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산물이며, 일종

의 시각적 표식으로 외모와 성별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

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몸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차폐물인 나뭇잎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복식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각 시대의 사회문화

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예술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고수명은 2017년 「서양 패션문화-성별 캐릭터 기대 

연구」[1]'라는 그의 저서에서, 성차별은 사회적 기준과 판

단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통제

의 일환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언급

된 ‘적절한 옷차림’은 서양의 복장 역사에서 볼 때, 성별

의 경계를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예를 들면 바지는 남성적인 복장이고 치마는 여

성적인 복장의 상징이다. 같은 맥락으로 역사 속에서 인

류의 복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대다수의 의류 아이템들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게 귀속되며, 각각의 성별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이 많다.

한편,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상이 개방되고 기존

의 관념이 나날이 탈피되며,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차 제품의 다원화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색적인 의상들이 등장하며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현대 

젠더리스 패션이 일찍 등장하기는 했지만 정작 활성화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201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tion)에서는 2016년도 초에 남

자 배우 제이든 스미스(Jaden Smith)를 여성복 모델로 

기용하여 젠더리스룩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같은 

2016년에 Zara(이하, 자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무성의, 

성별의 구분이 없는 이라는 뜻의 언젠더드(Ungendered)’

라는 새로운 의류라인을 출시했다. 보통 기존의 패션브랜

드에서는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 유아(혹은 아기) 카

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라의 

이러한 행보는 미래 의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

겠다. 그리고 2017년 2월 밀라노 F/W 패션위크에서 구

찌(Gucci)는 남녀 모델을 한 무대에서 혼합시킨 퍼포먼

스를 선보였다. 한편, 옷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젠더리

스 현상은 요즘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광

고회사 제이월터 톰슨(J.Walter Thompson)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소비자의 56%가 자신의 성별을 고

려하지 않고 쇼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독립조

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8

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젊은층의 60% 이상이 쇼핑할 

때 남성이나 여성보다는 젠더리스 경향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

이처럼 2016년부터 세계 유명 브랜드에서 젠더리스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고, 각종 유력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젠더리스 스타일의 복식과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리스 스타일의 의상도 

점차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이 젠더리스 패션 시작의 기점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젠더리스 패션의 비중은 전체 의상의 비

율 중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2017

년도부터 2021년은 젠더리스 패션이 점차 트렌드로 자

리잡으며, 패션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기간이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유니섹스와는 그 개념과 

차원이 다른 젠더리스 개념을 알아보고, 젠더리스 복식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따른 변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 패션 브랜드와 디자

이너에서 나타난 점점 더 활발해지는 젠더리스 복식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의류에서 성별의 경계를 초

월하는 젠더리스 패션에서 나타나는 표현 특성을 도출하

고, 그 표현된 디자인 특성을 다양한 시각적인 이미지 자

료를 통해 분석하여 현대 젠더리스 패션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젠더리스 스타일 복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단행본, 저널

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 패션 웹사이트(pic.sohu.com)

를 통하여 젠더리스 의상의 개념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젠더리스 패

션의 특성을 추출하여 본 논문에서 젠더리스 패션의 조

사 및 분석대상으로 삼을 브랜드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

였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패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4대 패션위크에 나타난 

브랜드 중에서 젠더리스적인 특징적 요소를 의상에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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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나타난 젠더리스적 의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연구 제3장 제1부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패션 이미

지 분야로는 패션 정보사이트 보그(www.vogue.com, 

www.vogue.co.kr, www.vogue.com.cn)에서 수집한 

컬렉션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젠더리스 패션이 본격

적으로 등장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4대 컬렉

션인 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 패션위크에 나타난 브랜드 

위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은 아래 Fig. 1

과 같다. 

Fig. 1. The flow of research

2. 이론적 배경

2.1 젠더리스 복식의 개념

성별은 남녀 간, 즉 양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반면 젠

더리스는 성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남녀 간에 서로 

나뉘어있던 각 성별의 특징이 서로 침투하고 융합된 것

을 의미한다. 젠더리스적인 패션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복

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복을 입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젠더리스는 전통적 관념에서 온건하고 힘

센 남성상과 부드러우며 우아한 여성상을 뒤집는 것이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중성적 의상은 젠더리스 스타

일 의상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성화 스타일은 

남성적인 여성복, 여성적인 남성복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식이 서로의 요소를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Li-Dang qi(1998)에 의하면 이는 남녀 성별의 경계가 

명확할 뿐, 단지 남녀 성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의복 디

자인에서 남·여성별 디자인 요소의 상호 차용을 통해, 의

복의 외관상의 성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남장 여성화' 

와'여장 남성화' 되었다[4]고 한다. 반면, 젠더리스 스타

일 복식은 성별의 경계를 완전히 모호하게 하는 복장, 즉 

남녀가 모두 젠더리스 의상을 입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중성'이라는 용어는 성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별에 대

한 모호성과 호환성을 의미하며, '젠더리스'는 성별의 구

분보다 더욱 포용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이다[5]. 젠더리스 

스타일의 패션의 미적 가치는 현대의류 문화 관습의 관

용에서 비롯되며, 패션의 혁신에서 오는 기발한 시각적 

감각과 유행에서 비롯된 미적 감각에서 나타난다[6]. 

2.2 젠더리스 복식의 역사와 발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젠더리스 복식의 기원과 역사상 

대표적인 복식을 간략히 분석하고, 다음으로 젠더리스 복

식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양 복식의 발전사에서 젠더리스 패션의 예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 복식 발전의 초기인 고대 그

리스 시대의 의상의 실루엣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착용한 '튜닉'(Tunic)'은 남녀 모두가 

착용한 T자형 의복으로 두 장의 두 장의 천을 맞대어 어

깨와 옆 솔기를 꿰매어 입는 옷으로, 외관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남자는 넓적다리 

길이로 짧게 하여 허리에 끈을 매었고<Fig. 2>. 여자는 

발목 길이의 속옷 용도로 입었으며 허리에 끈을 매지는 

않았다[7]. 또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비잔틴 제국은 복

식에도 기독교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중들은 의복

의 비례나 조화의 멋을 추구하기 보다는 종교적이고 정

숙한 의미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소박한 의복을 추구하

였다[8]. 즉, 남녀를 불문하고 관의형(寬衣型) 튜닉계의 

의복을 입었다. 그 중 달마티카(Dalmatica)는 비잔틴 시

대를 대표하는 복식 중 하나이다. <Fig. 3>. 달마티카는 

본디 시리아에서 유래한 동양계의 의복으로, 양질의 울을 

생산하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달마티아 지방에서 착용되

었는데, 그것이 3세기경에 서양에 도입되었고 앞서 언급

한 튜닉을 대신해 남녀 모두 착용했다[9]. 이후 달마티카

는 당시 비잔틴 왕과 귀족의 대표 의상으로, 동양 문화의 

영향으로 동양의 실크, 보석 등의 소재와 장식품 등이 화

려하게 장식되며 사회적 지위의 구분을 위한 도구로 사

용되었으며 성별에 대한 구분 기능은 뚜렷하지 않았다.

또, 17세기 중반 프랑스 루이 14세 때, 상류사회의 사

람들은 남녀 모두 금사나 레이스 등의 장식이 달린 옷을 

입었다. 예를 들어,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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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곱슬곱슬한 검은 가발을 쓰고 럭셔리한 왕포와 

빨간 하이힐을 신은 루이 14세 는 당시 패션의 대표주자

였다. 이런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귀족적이면서도 다

소 여성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여성스러움'

이나 '동성애'와 연계되지 않았다. 당시 상류사회 복식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 복식 모두 로브와 레이스 장식을 과

하게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Fig. 2. Tunic
Source: A modern 

understanding of 
Western clothes 
culture. p.54

Fig. 3. Dalmatica 
Source: pic.souhu.com 

Fig. 4. Louis XIV
Source: pic.sohu.com

한편, 18세기 들어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

으로 유럽 전역의 사회정치가 크게 변화했다. 사람들의 

사회의식도 경제 발전에 따라 변하였는데,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옷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생겼고, 남녀의 옷도 이때부터 확연히 구분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 비평가와 사회학자 Pierre 

Bourdieu(피에르 부르디외)는 '19세기 초에 성별 역할

에 구분이 생기며 강건한 남성과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

지가 생겼다.'고 주장한다[10]. 부르디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남성복은 기존의 복식에 비해 심플하고 소박해졌다. 

특히, 바지의 등장으로 남성의 활동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남성의 강하고 힘 있는 특성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바지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를 초래했다. 

이런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근대까지 계속되었고 근대 

젠더리스 취향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코르셋과 풍성한 치마를 입는 것은 

그 여성의 파트너인 남성의 지위와 부를 간접적으로 반

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며, 젠더리스 복식의 비약적 발달

은 세계 대전의 영향, 페미니즘의 발전, 산업혁명의 촉진, 

운동복의 발전, 그리고 다원적 사상 및 문화의 출현이라

는 다섯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세계 대전의 영향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성

인 남자들은 거의 전장에 나갔기 때문에, 여성은 정치와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사회직업에 참여할 

때, 타이트한 속옷과 번잡한 속옷들은 당시 노동의 필요

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버려졌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여성들이 남녀평등의 

권리를 쟁취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복장을 재설계했다

[11]. 여성들은 신체적인 라인을 드러내고 강조하던 기존

의 옷에서 탈피하여, 외관을 직선형으로 디자인했다. 즉, 

여성복의 실루엣은 S형에서 I형으로 변경되었다<Fig. 5>. 

그러나 이 시기의 여성복은 여전히 뚜렷한 여성성을 지

니고 있으며, 성별 자체가 전통적인 남녀의 경계를 유지

하게 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물질이 부족하

고 옷감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전시 상

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옷차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에, 여성들의 옷맵시는 더 단순하고 간

단해졌으며, 보온성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에 여성복은 기존의 여성복의 곡선 실루엣과 틀리게 어

깨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옷의 형태를 남성적

으로 보이게 하고 견장, 칼라 등의 디테일에서 군복의 모

습을 착용하여 여성복의 남성화 특징을 강화했다. 이것은 

이후에 어깨 부분을 군복 스타일로 과도하게 과장하는 

스타일의 시초가 되었다. <Fig. 6> 이렇게, 두 차례의 세

계대전 시기에 탄생한 특유의 젠더리스 스타일은 현대의 

젠더리스 패션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며 그 유행이 거

듭되고 있다. 즉, 1,2차 세계대전은 여성복의 현대화와 

함께 복식의 젠더리스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Fig. 5. World War I women's 

clothing. 
Source:pic.sohu.com

Fig. 6. World War II women's 

clothing.
Source:pic.sohu.com

둘째, 페미니즘(feminism)의 발전이다. 근대 역사 속

에서 페미니즘은 현대까지 총 3차에 걸친 큰 물결이 있

었다. 그중 2차 페미니즘 물결은 1960년부터 급진적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진보적인 여성들은 

직장에 다니고, 정치권력을 쟁취하였으며, 남녀평등을 요

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 디자이너인 입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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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Yves Saint Laurent)은 여성 패션에 바지 정장을 처

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패션 역사에 있어서 '여성에게 자

유를 가져다준 패션혁명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입생로랑

이 1966년에 디자인한 흡연복은 당시 여성의 소구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멋지고 세련된 양복 상의와 선이 깔끔

한 바지는 남성의 권리를 상징한다 <Fig. 7>. 20세기 후

반에 나타난 3차 페미니즘 때는 젠더 및 젠더의 정체성

의 다채로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페미니즘이 보다 정

교해지고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젠더리스 의류

가 일반화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리스 의류의 큰 소

비층이 되었다. 

셋째, 제3차 산업혁명의 촉진이다. 제3차 산업혁명 이

후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기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급

속한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패션 분야의 

변화도 빠르고 의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며 세계 인

구의 의복은 매우 다양화 및 개성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패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젊은이들은 

이상 자신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고, 의복의 전통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남성복에서는, 그들은 

전통적인 성별 의류 지식 체계를 전복시키고, 꽃무늬 옷

과 심지어 여성복까지 입는 것을 유행으로 하여 성별을 

뒤집는 패션의 절정을 일으켰다. 나팔바지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남녀 모두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 이었

다. <Fig. 8>. 

Fig. 7. Smoking clothes.
Source:pic.sohu.com

Fig. 8. bell-bottom trousers.
Source:pic.sohu.com 

넷째, 운동복의 발전이다.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

의 진보는 대중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바탕으로 한 건강

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운동복에 대한 

소구와 그에 따른 개발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 운동복에 

대한 연구는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젠더리스 의상이 

발달하게 된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운동이라는 기능적 

요구로 인해 탄생한 스포츠웨어의 성장은 젠더리스 양식

을 발전시키며 운동복 자체의 기능에 충실한 의상과 신

체의 합리성과 편안함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고, 차세대 

젠더리스 복식의 발전을 이끌었다[12]. 오늘날 스포츠웨

어는 애슬레져웨어(athleisure look) 등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섯째, 다원적 사상 및 문화의 출현이다. 앞서 페미니

즘의 경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이르러서

는 젠더리스 추세가 서방국가의 패션계에 퍼지기 시작하

였다. 또한, 당시에 등장한 다양한 사회·문화 사조인 성적 

해방, 성적 자유, 동성애 그리고 히피와 스트리트 문화, 

힙합 문화 등은 당시 '반 유행' 패션을 추구했던 젊은이에

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사조의 영향으로 젊

은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본성을 억압하지 않고 전통

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중성적인 티셔츠를 입고, 전통적 코디네이션을 탈피하여 

하의는 스키니진에 부츠를 신기도 하였으며, 남녀 구분 

없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심지어 머리를 밀기도 하였으

며, 머리카락을 가지각색으로 염색하기도 하였다. 이는 

페미니즘 사상과 함께 결합되며 되면서 이른바 모노 룩

(Mono Look), 즉 후세의 젠더리스 스타일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다원적 사상 풍조는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최근 페이스북(facebook)에서의 성별 구분이 56개까지 

늘어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문화가 끊임없이 융화되면서 젠더리스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젠더리스 복식을 소비하는 중요한 소비층

이다.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장의 발달에 따라 대중

들의 사상은 나날이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통적으로 성을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 구분하는 복식의 

한계가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 장

에서는, 젠더리스가 반영된 컬렉션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현대 젠더리스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3 젠더리스 복식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 패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분

석하기 위해 젠더리스 패션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아래 Table 1은 2016부터 2018까지 3

년간 젠더리스 패션과 특징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와 그　

선행연구들에　의해　도출된 젠더리스 복식의 특성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Kim, and Lee(2016)의 연구에서는 젠더리스 복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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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현상의 변화에 맞춰 재결합하고 여성의 성역

할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관

점을 제시하며 젠더리스 복식의 특징은 절충성, 유희성, 

과장성, 관능성, 역사성이라고 요약했다. Park(2017)은 

젠더리스 패션이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트렌드보다 새로운 패션 역

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젠더리

스 패션의 특징을 유희성, 관능성, 절충성으로 도출하였

다고 하였다. Ahn(2018)의 연구에서는 젠더리스는 하나

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젠더리스 복식의 

특징을 양성성, 유희성, 관능성, 절충성으로 도출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젠더리스 복식의 특

징은 유희성, 절충성, 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3.1 절충성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젠더리스 의상은 전통적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남성복,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복의 

전통적 고정관념을 깬 의상이다. 예를 들어, 남성복을 부

드럽게 디자인하기도 하고, 여성복을 도리어 강하게 디자

인하기도 하여 남녀 모두 성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다<Fig. 9>. 디자이너들은 젠더리스의 디자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 의상의 외관이나 미세한 디자인에서도 남

성과 여성성에 차별성을 두지 않고 절충성을 강조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절충성을 가지고 있는 예들은 의상의 

기능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프리사이즈 티셔츠, 중국 

광동성 젠더리스 중고등학생 교복<Fig. 10>, 환경미화원 

작업복,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에어로케이 항공사 유니폼

<Fig. 11> 등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에어로케이의 유니

폼은 정비사,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을 위한 복장으로 

‘안전’이 직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였다. 또 성별 구분 요소를 최소화한 디자인을 모든 유니

폼에 적용했다. 특히 객실 승무원 유니폼은 '아름다움' '

여성스러움' 등 특정 성적 특징이 부각되는 항공업계 문

화와 달리 여성 객실 승무원의 복장 활동성을 저해하는 

디자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치마 대신 통기성 좋은 

바지와 인체공학 운동화를 도입해 장시간 활동의 피로감

을 줄였다[13]. 

Fig. 9. Genderless

clothes.
Source: toogood.com

Fig. 10. High school 

uniforms 

in China.
Source: mage.baidu.com 

Fig. 11. Aero-K Airlines 

2020 new 

uniform.
Source: Monthly design.

이런 의상은 원단, 색감, 스타일에서 기존의 남녀 구분

의 고착화된 인식에서 벗어나 남녀 구별 없이 만들어지

며, 남녀의 신체 차이에 따른 미세한 사이즈 차이와 구성

만 다를 뿐이다. 이에, 의상만 보면 착용자의 성별을 구분

할 수 없고, 원래 구분되었던 남녀의 복장 요소를 한 데

에 융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젠더리스는 절충성의 

특성을 지닌다. 

2.3.2 관능성

상기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젠더리스 의상은 디자이너

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성별에 따른 디자인 컨셉을 서로 

융합시켰다. 과거에 레이스는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었

던 것이었는데, 로코코 시대에 여성들이 레이스를 과장하

게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여성화의 상징으로 시작되

었다. 현대 젠더리스 의상보다 다양해지며, 이러한 레이

스와 같은 디테일들이 다시 젠더리스 의상에 활발히 적

용되고, 의상 발전에 따라, 남성복의 슈트 칼라 등이 여성

복에 적용되는 등 옷이 점차 다양한 스타일로 진화하기

도 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위 ‘꽃미남 패션’으로 

일컬어지며 자수, 실크 원단, 또는 화려한 컬러의 플라워 

패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찌 2016년 

S/S 남성복은 남성들의 딱딱하고 강인한 인상을 깨고 여

성복의 프린트 요소를 활용하여 남성 자체 이미지를 부

Annual

and
author

Subjects and elici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2016
Ji-Hye, Kim

Yeon-hee, Lee

[Genderless Style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 
Modern Women's Collection] [15]

historicality, compromise, unity, sensuality, 
exaggeration

2017
Sun-Wook, 

Park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Styles in 2016F/W-2017S/S Fashion]

-Focused on Pus' Semiotics-] [16]

Compromise, sensuality, enjoyment

2018

Kwang-Sook, 
Ahn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in 

Modern Men's Clothes] [17]

bisexual, compromise, enjoyment, sensuality

Table 1. Major Precedence Study of Genderles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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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럽게 만들어 젠더리스 의상의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Fig. 12>. 또한 씨티 여성 룩의 의상 디자인에는 스터

드, 메탈, 가죽 소재, 심플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14]. 알렉산더 왕 2019년 S/S 컬렉션에서 모델의 상의

에 오버사이드를 적용한 야구점퍼에 레이스 이너와 허리

를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운 신체미와 함께 관능

미를 표현하였다 <Fig. 13>. 이처럼 젠더리스 패션에서

는 남녀 차별화 요소를 결합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

양한 스타일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젠더리스 의

상은 관능성의 특성을 내포한다. 

Fig. 12. Gucci spring 2016 

menswear 
Source: image.baidu.com

Fig. 13. Alxander Wang 

2019 
Source:www.haibao.com 

2.3.3 유희성 

전통적으로 의상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구속을 통해 사회 규칙을 지키게 하

는 역할도 한다. 엄밀히 말해 전통사상의 측면에서 의상

이 남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의상이 사회적 신분의 구분, 

도덕적 구속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대로 접어들며 사상이 개방되면서 대중들의 심리에 변화

가 생겼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척하다가 점차 수

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성적 지향이 다

른 사람이 늘면서 젠더리스 패션도 유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더 많은 요소들을 젠더리스 의

상에 넣어 미래 패션 트렌드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적 모든 요소를 고

려하지 않고 의상의 형태적 임의변화로 대칭이나 비대칭, 

조화나 부조화 등 디자인을 통해 의상 간의 다양한 경계

를 허물고 새로운 젠더리스 의류를 창조적으로 표현한다. 

Yohij Yamamoto 2017F/W 컬렉션에서 블랙 상의의 

좌우 비대칭 구조와 프린트의 디자인으로 젠더리스 패션

의 부조화와 모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Fig. 14>. 또

한, Maison Margiela 2018F/W 컬렉션에서 불규칙한 

칼라 디자인을 통해 의류 내부의 라인을 생략하고 색채

를 사용하여 옷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하여 전통의상의 구

조에서 벗어나 비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발생하는 유희성

을 표현하였다<Fig. 15>. 이처럼, 젠더리스 복식은 유희

성의 특성을 내포한다. 

Fig. 14. Yohji Yamamoto

2017 F/W 
Source: runway.vogue.co.kr

Fig. 15. Mashion Margiela 

2018 F/W 
Source: runway.vogue.co.kr

3. 현대 패션에서의 젠더리스 디자인 특성

3.1 젠더리스 복식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대표 

    젠더리스 브랜드 선정

젠더리스 복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세계 4대 패션 위크에서 컬렉션을 발표한 브랜드 중에서 

대표적인 젠더리스 의상들을 추출하고, 이를 보다 세부적

인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반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

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을 절충성, 관능성, 유희성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

년간 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젠더리스 의

상 특성을 담은 브랜드의 컬렉션을 살펴보았다. 해당 브

랜드의 컬렉션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

문가 조사 집단(교수 3명(국내 2명, 국외1명), 패션관련 

분야 실무진 2명(경력 5년 이상), 패션 전공 박사 과정생 

3명과 석사 과정생 3명)을 구성하였다. 상기의 전문가 집

단은, 본 연구자가 젠더리스 패션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도출한 젠더리스 패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주지하고, 2017년 S/S부터 2021년 F/W까지 4대 패션

위크에서 컬렉션에서 최근 3년 이상 꾸준히 컬렉션을 발

표한 브랜드만을 조사,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해당 브랜

드에서 발표한 브랜드의 의상 중, 젠더리스 패션의 요소

를 지닌 의류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

여 젠더리스 패션을 선정하는 전문가 집단에 본 연구자

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미지 추출에서부터 전문가 설

문조사의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비

대면 방식의 총 5차례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되었다.

상기의 설문조사 결과, 젠더리스 특성을 지닌 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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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컬렉션에서 발표된 의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

을 기준으로 첫째, Yohji Yamamoto, 둘째, Alexander 

Wang, 셋째, Maison Margiela, 넷째, Alxander McQueen, 

다섯째, Ann Demeulemeester, 이렇게 총 5개 브랜드를 선

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해당 브랜드의 컬렉션에서 수

집한 총 765개의 이미지(5개 브랜드의 최근 10개 시즌

의 작품 사진은 패션 정보사이트 보그(www.vogue.com, 

www.vogue.co.kr, www.vogue.com.cn) 에서 총 728

개 수집하였다.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특성에 따른 

절충성, 관능성, 유희성을 기준으로 컬렉션 사진을 분류

하였다. 최종 수집된 컬렉션 자료에서 나타난 젠더리스의 

특성에 대한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를 분석해 보면, Yohji Yamamoto에서 3년간 발표한 

컬렉션은 젠더리스 특성이 가진 의상은 전체 의상 중 

90% 비율을 차지하고 비율이 제일 높다. 그리고 

Alexander Wang에서 3년간 발표한 컬렉션 중의 젠더

레스 특성을 가진 의상은 전체 의복 중 83% 비율을 차지

한다. 또한 Maison Margiela에서 3년간 발표한 컬렉션

은 젠더리스 특성이 가진 의상은 전체 의상 중 79% 비율

을 차지한다. 또한, Alexander McQueen 3년간의 컬렉

션은 젠더리스 특징을 가진 의상이 전체 의상 중 78% 비

율이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Ann Demeulemeester 컬

렉션은 젠더레스 특성을 가진 의상이 전체 의복 중 7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분 연구에서 분석대상 브랜드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젠더리스 특성의 비율이 높은 Yohji Yamamoto, 

Alxander Wang, Maison Margiela, Alxander 

McQueen, Ann Demeulemeester 총 5개의 브랜드를 

선별해낼 수 있었다. 

Brand
Comprom

ise
Sensual

ity
Enjoyme

nt
N/A Rate Total

Yohji Yamamoto 74 8 15 10 90% 107

Alxander
Wang

97 17 26 28 83% 168

Maison Margiela 96 26 24 37 79% 183

Alexander

McQueen
94 10 3 29 78% 136

Ann 

Demeulemeester
64 17 13 40 70% 134

Total 425 78 81 144 / 728

Table 2. Percentage of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style appeared in contemporary collection

3.2 젠더리스 경향의 브랜드 컬렉션 분석

3.2.1 Yohji Yamamoto

파리에서 선보인 Yohji Yamamoto 2020년 S/S 컬

렉션에서는 넓은 면적의 블랙 소재에 펀칭, 바이어스 등

의 기법, 그리고 단색 자수 기법이 결합되었으며, 무채색

과 대비되는 강렬한 도안의 프린트가 더해져 색다른 분

위기를 자아냈다. <Fig. 16, 17, 18>. 같은 맥락으로 

<Fig. 19>의상은 빨간색과 검은색의 페인팅과 자수가 적

용된 아방가르드한 상의가 예술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Fig. 16. Fig. 17. Fig. 18. Fig. 19.

Source: http://runway.vogue.co.kr

Yohji Yamamoto의 2021년 S/S Ready-to-wear  

파리 컬렉션의 복식의 구조는 해당 브랜드 특유의 아방

가르드 함으로 인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실

루엣은 매끈한 라인으로 정리된 느낌이다. 검정색의 리본

은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동색 레이어링 등의 기법

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세련되면서도 파워풀하게 연출하

였다. <Fig. 20, 21>. 이렇듯 야마모토는 평소 검은색을 

주조로 하고, 복잡한 듯 하면서도 절제 있는 아방가르드

한 의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나타낸다. 이는 동양적인 

반꾸밈의 미학을 현대 의상에 접목시키며 젠더리스화 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Fig. 22, 23>.

Fig. 20. Fig. 21. Fig. 22. Fig. 23.

Source: http://runway.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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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Alexander Wang

Alexander Wang의 2017년 F/W 컬렉션은 슬림하

게 재단된 수트와 메탈 체인이 믹스 매치되어 진행되었

다. 전체 컬렉션은 수트를 대거 적용하고 도시적인 여성

의 강인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하반신의 디자인은 스타킹

과 스키니 팬츠로 여성 신체의 관능미를 살렸다<Fig. 24, 

25, 26>. 디테일에 많은 메탈 체인과 단추를 적용해 포인

트를 주면서도 남성적인 파워풀하면서도 여성적인 관능

미를 잃지 않도록 젠더리스 패션의 특징을 완벽하게 살

려냈다.

Fig. 24. Fig. 25. Fig. 26. 
Source: http://runway.vogue.co.kr

Alexander Wang의 2018년 F/W 컬렉션 역시 검정

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심플한 블랙 색상의 

의상에 스터드, 지퍼 등 메탈 장식이 매우 섬세하게 적용

되어 남성적인 파워풀한 느낌과 함께 여성스럽고 부드러

운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특징적

이다. <Fig. 27, 28, 29> 또 해당 컬렉션에서는 젠더리스 

스포티즈 세트 역시 같이 선보였는데, 의상에 방사형의 

리벳 벨트를 매치하여 시크하면서도 강한 도시적인 신여

성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Fig. 27. Fig. 28. Fig. 29. 

Source: http://runway.vogue.co.kr

3.2.3 Maison Margiela

파리에서 진행된 Maison Margiela 2019 S/S 컬렉

션은 반전의 방법을 코트, 아우터, 망토 등에 적용시켜 젠

더리스를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색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이비 핑크색 코트, 하이

힐, 스타킹 등으로 남성복을 디자인하여 성별을 초월하는 

역발상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마틴마르지엘라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숙련된 해체주의를 기법을 토대로 다양

한 재료를 사용했는데<Fig. 30, 31>. PVC 소재의 스커

트는 메탈릭한 슈즈와 어우러져 모던함을 강조하여 젠더리

스 의상의 용·복합성 및 다양성을 표현하였다<Fig. 32>.

Fig. 30. Fig. 31. Fig. 32. 

Source: http://runway.vogue.co.kr

Maison Margiela 2019 F/W 파리 컬렉션은 아티저

널(Artisanal: 장인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커스

텀)로 진행되었다. 이번 컬렉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

래적이고 진취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슬리브리스 프

린트의 울 코트로 프린트된 라이닝을 덮은 수작업으로 

컷팅 처리하여 펀칭 효과를 나타냈으며, 추상적인 고급 

커스텀 클래식 레이스와 폴카 도트가 레이어드룩으로 포

인트를 표현하였다<Fig. 33, 34>. 혁신적인 커팅에 모직 

원단의 질감, 블랙 X 실루엣과 매치, 전통적인 여성의 부

드러운 면을 뒤엎고 남성의 힘을 강조하기 통시에 젠더

리스 의상의 발전성 및 다양성을 표현하였다<Fig. 35>. 

Fig. 33. Fig. 34. Fig. 35. 

Source: http://runway.vogue.co.kr

3.2.4 Alexander Mc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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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cQueen 2018년 F/W 컬렉션은 ‘브리

티시 남성의 다면성’을 주제로 파리에서 전개되었다. 전

체 컬렉션은 블랙, 레드 컬러를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여 

고전 서양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화려한 플로럴 프린

트를 사용하면서도 전체 실루엣은 심플하고 간결하여, 전

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선사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깔끔

하면서도 슬림한 수트과 트렌치코트에 디테일이 정교한 

자수를 매치하여 마무리 하여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

위기를 동시에 연출하였다. 특히 남성 수트에 앞서 언급

한 고전적이면서도 매우 화려한 플로랄 패턴으로 장식하

여, 여성적인 요소를 적용해 강건한 남성상을 뒤엎고, 이

를 역설적으로 활용하여 남성미를 과시하는 동시에 개성

도 드러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Fig. 36, 37, 38>.

Fig. 36. Fig. 37. Fig. 38. 

Source: http://runway.vogue.co.kr

Alexander McQueen 2021년 F/W 컬렉션은 

LookBook 형식으로 선보였는데, 하이웨이스트 쟈켓과 

데님 원단 조합의 파워풀한 룩으로 성별을 모호하게 만

드는 젠더리스 패션을 선보였다. <Fig. 39, 40>. 해당 컬

렉션에서 남성복은 포화도 높은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스

웨터와 지퍼 매치한 디자인으로 남성 본연의 단단한 어

깨선을 라운드 숄더로 바꾸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

였다<Fig. 41>. <Fig. 42>에서 허리선을 처리한 디테일

과 옅은 색상의 자수 스웨터를 매치해 젠더리스 이미지

를 연출하였다.

Fig. 39. Fig. 40. Fig. 41. Fig. 42.

Source: http://runway.vogue.co.kr

3.2.5 Ann Demeulemeester

역시 파리에서 개최된 Ann Demeulemeester 2018 

F/W 컬렉션은 고전적 흑백 중심 색조로 전개되었다. 긴 

장갑과 무릎 부츠, 벨트 등 액세서리에 모두 블랙 색상의 

가죽이 사용됐고 가죽끈은 자연스럽게 풀려있어 모델이 

워킹할 때 마다 자연스럽게 움직였다<Fig. 43, 44>. 이 

요소들은 의상의 전체적으로 매우 날렵하게 재단되어 노

련미가 느껴지는 의상 라인, 불규칙한 옷자락에서 느껴지

는 동적 율동미, 복고적인 여성의 어깨 패드 스타일 둥은 

남성적인 수트 핏과 어우러져 여성의 강한 내면과 카리

스마를 부각시키는 듯하였다.<Fig. 45, 46>. 

Fig. 43. Fig. 44. Fig. 45. Fig. 46. 
Source: www.haibao.com 

Ann Demeulemeester 2019년 F/W 파리컬렉션은 

2018년 F/W 컬렉션보다 블랙 컬러가 주는 강인함을 줄

이고 고명도의 색채를 가미했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소재 

중 대표적인 레이스와 가죽 부츠를 동시에 매칭하여 사

용하고 연한 핑크 프린트와 남성 수트가 어우러진 디자

인으로 강함과 부드러움의 대비를 이루며 로맨틱한 남성

상을 부각시켜 젠더리스 패션을 표현하였다. 또한, 남성

복에 많이 사용되는 여성적인 A형 실루엣과 주름 처리, 

그리고 카키색 코트를 사용하고, 성별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현대 의 남성상에 다양성을 더욱 높였다<Fig. 47, 

48, 49, 50>.

Fig. 47. Fig. 48. Fig. 49. Fig. 50.

Source: http://runway.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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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런던, 파리 패션위크에서 나타난 젠더리스 

의상을 내포한 브랜드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상 부분을 살펴보면, 젠더리스 의상은 컬러 

활용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고채도의 색상은 드물고 블

랙, 화이트 등 무채색 및 고명도의 중성적인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소재 활용에 있어서는, 여성미를 살린 

투명사, 모직 소재 및 남성 파워를 살린 금속, 가죽 등의 

소재 및 다양한 합성 소재를 활용도가 높았다. 셋째, 실루

엣을 보면 H형과 A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젠더리스 

의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X형과 다양한 실루엣을 활용

하고 있다. 넷째, 디테일과 액세서리에 진주 모자와 진주 

목걸이, 핸드백, 가죽 벨트 등을 주로 사용하며 의상에 따

라 자유롭게 매치하고 전통적인 남녀의 구분을 뒤바꾸어 

놓는 식의 역발상 등의 방법을 통해 남녀의 경계를 흐릿

하게 만들어냈다. 

아래의 [Table 3]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경

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위의 각 시즌별 컬렉션에 나

타난 젠더리스 의상의 특징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3.3 현대 젠더리스 패션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이상으로 젠더리스 관련 브랜드들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젠더리스 디자인 특징을 종합해 보면, 현대 젠더리스 패

션의 특성은 창조성, 반전통성, 필연성으로 정리할 수 있

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

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성이다. 상기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리스 복

식은 그 특유의 개방적 디자인으로 인해 그 어떤 규범, 

규칙, 관습 등 그 어떤 것에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지 야마모토의 디자인은 다양한 원단, 패턴, 

스타일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요소들을 색

다르게 활용하고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디자인 작품의 객관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사고를 전달하

며, 해체주의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젠더리스 패션의 디자

인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요

소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패션계에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반전통성이다. 젠더리스 패션은 독특한 젠더리

스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개념 때문에 의상 속 전통

characteristic The partial feminine The Partial male Neutralize

Silhouette
Tight silhouette showing body lines; 

X-type and A-type silhouette.
Loose H-type silhouette, A-type 

silhouette
Suitable silhouette that is neither slim 

nor loose.

Material
Soft lace, transparent yarn, satin 

material
Rigid leather, metal, PVC material Tweed, woolen material

Color Pink, khaki color Blue, black color White, gray color

Details Shirring, trimming, handbag Hat, belt, gloves By contrast, fewer decorations 

Style Romantic, elegant, soft Masculine, experienced, powerful Brevity

Representative image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is costume shown in th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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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남·녀 이원적 성 관념을 뒤흔들거나, 오히려 모호하

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은 여성복 디자인에 

어깨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파워 숄더의 실루엣으로 

디자인을 한다던가 가죽 등 딱딱한 원단을 선택해 여성

의 파워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복에는 기존

의 전통이나 관념과 반대로 비비드한 컬러와 디테일을 

더해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가미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이 전통적으로 복식에서 성별을 표현하였던 방식에 대한 

반항, 그리고 역발상을 기반으로 한 ‘반전통’은 기존의 양

성화 격차를 허물며 젠더리스 복식의 발전상으로 변모하

고 있다.

셋째, 필연성이다. 현대 사회 사람들의 진보된 사회·문

화적 사상과 성별 의식의 개방으로 인해 패션디자이너들

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방향을 시도하

고 있다. 기존에 젠더리스 복장이 소수에서 대중으로 전

파되면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것과 달리, 현대의 젠더리스 

패션은 착용자들, 즉 수 많은 대중들의 심리적 욕구에 부

합하고, 착용자의 개성에 대한 표현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다.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포용도가 높아질수록 젠더리스 

복장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패션계에 더 많은 가능성

을 열어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젠더리스 패션의 발전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인식의 진보에 기초하여 의류의 다양성에 대해보다 개방

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겨난 의류의 형태이다. 

그 발전은 경제, 역사, 문화, 사상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리스의 개념, 역사와 발전

을 통해, 그리고 현대 패션을 분석한 결과, 즉 창조성, 반 

전통성 및 필연성이라는 특성을 도출하였고, 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결합하여 현대의 젠더리스의 경향적 특

징을 혁신성, 반항성 및 미래지향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

다. Table 4.

Table 4. The process of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ss trends in modern fashion.

첫째, 혁신성이다. 과거에는 성별 이원론에 근거한 복

장을 하였다면, 현대 젠더리스 패션은 중성적인 표현을 

넘어서 남성-여장, 여성-남장에 거리낌이 없다. 이처럼 

젠더리스의 발전은 남·여성에게 패션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들은 젠더리스 의

상 디자인 과정에서 단일 성별과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

를 사용함으로써 성별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패션의 성 역할에 대한 혁신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 새로

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창조적인 디자인이 

탄생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반항성이다. 젠더리스 이념은 전통적인 양성 복

장에 대한 반항뿐 아니라 전통의상 디자인 이념에 대한 

반항이다. 전통적인 의상 디자인 이념은 점진적인 사고방

식을 지향하는 반면, 젠더리스 의상은 그 특유의 포용성

과 해체성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젠더리스 의상 디자인 

과정에서 원단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해체적 관점에서 

각 디자인 요소들의 활용을 다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젠더리스 의상은 복식의 전통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역행적이고 반질서적인 디자인 마인드를 통해 반

항적 창조를 진행하였다. 

셋째, 미래 지향성이다. 페미니즘이 현대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이 커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남성과 대등

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남성복 캐릭터는 전통

적인 이성의 법칙에 여성적인 요소를 가미해 자신의 개

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상은 남성 자체의 깊은 자아

의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젠더리스 패션

은 다양한 계층의 취향에 맞는 일정한 트렌드로 자리 잡

고 있다. 젠더리스 경향은 일정한 가치체계의 산물이 아

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사회주도에 의한 변방

의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는 현대 사회의 문화시스템 구

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젠더리스 경향은 미래

지향적이라 할 수 있겠다. 

4. 결론

젠더리스 패션의 발달과 영향으로 패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점차 개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디자

이너와 브랜드들이 젠더리스 의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통해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젠더리스 복식의 경향을 파

악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젠더리스 복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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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특징을 짚어보았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의상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기반 연구로 젠더리스 의

상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서 젠더리스 

의상의 디자인 특성을 결합하여 분석한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젠더리스 의상이 가

장 많이 나타난 브랜드별 컬렉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현

대 젠더리스 복식의 경향 및 특성은 창조성, 반 전통성 

및 필연성으로 도출하였고, 이 세 가지 특성을 결합하여 

현대의 젠더리스의 경향적 특징을 혁신성, 반항성 및 미

래지향성의 세 가지로 정리 및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 현대의 젠더리스 복식은 단순히 

생리적 성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장이 아니라 정신적 

성별과 생리적 성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담으로써 패

션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제공하며 이는 다양한 디

자인 혁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적으로 젠더리스 

복식은 어느 한 가지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다소 추상

적이기는 하지만 젠더리스적 디자인의 특성이라 감지되

는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젠더리스 복식은 현대 패션을 다양화 시킴과 동

시에 착용자의 개성 표현의 도구, 즉 매개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젠더리스는 패션 트렌드뿐

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표현 방식과 독자적 의식 전달을 

강조해 현대 사회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젠더리스 개념은 사람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정

책·언어 등에서 성별을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것을 피했다. 

이는 많은 브랜드 포지셔닝이 전통적으로 남성복과 여성

복의 구분을 벗어나 새로운 패션 인식 개념을 만들게 됨

을 의미하며 미래에는 더욱 포용적인 브랜드가 많이 생

겨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그 분류의 선정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왕의 컬렉션은 젠더

리스 패션 스타일로도 볼 수 있지만 컬렉션의 분석을 보

면 스트리트 룩과 스포티한 스타일로도 분석할 수 있겠

다. 이러한 문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헌 실례 연

구를 바탕으로 패션의 특질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

고 성장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향후 젠더리스 복식과 관

련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렇게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젠더리스 복식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젠더

리스 패션 발전에 새로운 영감과 전략을 제공할 수 있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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