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지난 1999년은 바비(Barbie) 인형이 상품화된 지 40

년이 되는 해 다. 그 동안 판매된 바비를 일렬로 늘

어놓는다면 아마 지구를 네 바퀴 돌 정도라는 말이 있

을 만큼1) 바비는 어느 시대나 큰 뉴스거리 으며, 중

요한 비즈니스가 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

140여 개국에서 매년 몇 백만 개나 되는 인형, 의복,

액세서리, 소품류가 팔리고 있으며, 바비 컬렉션이 개

최되고 수많은 팬클럽과 웹사이트, 출판물들이 생겨나

고 있다.

그 동안 바비는 인종, 계급, 나이의 장벽 없이 20세

기의 가장 향력있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폭 넓은 분

야에 걸쳐 예술가, 소설가, 시인, 저널리스트, 학자들에

게 감을 주어 왔다. 그 중에는 귀엽고 섹시한 여성

미를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에 걸린 바비, SM2)

의상의 바비, 레즈비언 바비 등과 같이 악취미적인 것

에 이르기까지 그 이미지는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비 인형과 그 관련제품들을 말할

때에는 거의 신체장식과 관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복류에서부터 화장품과 보석, 신발 등의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바비의 패션 아이템들은 당대의

패션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언제나

화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인형뿐만 아니라

그 아이템들을 직접 갈아 입히는 놀이를 통해 그들의

꿈과 감을 형상화시켜왔다. 또한 바비를 통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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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ymbolism and fashion image of Barbie doll. It is
scarcely a coincidence that the Barbie doll wa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1950s. She had been
created in the 1950s as a cartoon character in a German newspaper, who named Bild Lilli. In 1959, toy
company bought the rights and produced and almost identical doll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Barbie
has symbolized the consumer culture of United States, ideal body image, and modern youth culture.

It may be as a conclusion that Barbie’s fash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 : 1. a period of classic
fashion(1959-66), 2. a period of young casual fashion(1967-79), 3. a period of ethnic and career fashion.
Just as Barbie’s roles and clothes have changed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she is a valuable
representation of female images and fashion over the last 40 years. Barbie’s fashion image is divided into
material girl image, dream girl image, and bad gir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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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역할, 신체와 외모 장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

어 왔다.

이상과 같이 바비 인형은 지난 40여 년 동안 여성

성의 이미지와 패션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해 왔으

며, 현대사회의 관측점으로서 각 시대 정신과 함께 변

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바비 발매 35주년과 40주년을 맞이한 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하여 바비 인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바

비를 주제로 한 서적과 음반이 늘어났으며, 그 향은

패션의 세계에도 나타나 바비가 중요한 문화적 키워

드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경향을 보면 비 복

식분야에서“바비 인형으로 표현된 현대인의 자아반

”3)이란 논문이 있을 뿐, 복식과 관련해서는 인형의

상에 관한 내용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4)만이

극소수 나와있을 정도로 바비 인형과 패션과의 관계

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예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실정을 감안하여 현대사회에서 바

비 인형은 어떠한 배경 하에 탄생하고 그 상징성은 무

엇인지 알아보았으며, 바비 패션의 변천 과정 및 그

이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를 통해

현대 패션 디자인과 여성미에 미친 바비 인형의 향

을 재조명하고자 하며, 바비를 소재로 한 패션 디자인

의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을 목

적으로 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바비가 처음으로 시판된 1959년부

터 현재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여 바비 인형을 내용으

로 한 문헌과 잡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로 하 다.

II.

1. 바비 인형의 출현 배경

바비의 고안자이며 바비 인형의 제조 회사인 마텔

사(Mattel社)의 창설자이기도 한 루스 핸들러(Ruth

Handler)는 1956년 유럽 여행에서 딸 바바라와 함께

쇼핑하던 중 빌트 릴리(Bild Lili)란 이름의 인형을 발견

했다. 빌트 릴리란 독일의 신문「빌트 차이퉁(Bild

Zeitung)」지의 만화 주인공을 원형으로 하여 만든 인형

으로, 만화 상에서 릴리는 짧은 팬티를 입고 남성들로

부터 돈을 얻어내는 여자이다5). 릴리 인형은 포니 테

일 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여러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의

상을 갖고 있었는데,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한 삼차원

적인 핀 업(pin up)용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그림 1)

그리고 남성들이 차의 대시보드(dashboard)에 놓거나

꽃과 초콜릿 대신 여자 친구에게 선물하는 목적으로

구입되었다6).

루스 핸들러는 이 포르노 그래픽적인 만화 주인공

을 누구로부터도 사랑받는 미국의 여성으로 재 탄생

시키기로 마음먹고 딸 바바라의 이름을 본떠 바비라

이름지었다. 그리고 1959년 봄, 뉴욕에서 개최된 토이

쇼(Toy Show)에서 바비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등장했다7).(그림 2) 그 후 TV 인기프로인‘미키 마우스

클럽’의 스폰서가 된 마텔사는 바비를 위한 전속 디자

이너와 머천다이저를 입하고 바비의 대대적인 광고

를 하기 시작했다8). 당시 갓난 아이 인형과 유아 형태

의 인형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완구 업계에서 바비

는 화제를 불러모았고, 곧 히트 상품이 되어 켄(Ken),

스키퍼(Skipper), 미지(Midge), 켈리(Kelly) 등 그녀를 둘

러싼 일대 무리들이 갖추어져 갔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바비의 출현은 당시 미국의 풍

요로운 경제와 화려한 문화, 예술을 배경으로 한 것이

었다. 특히 섹시한 바비의 이미지는 1950년대의 성 역

할(gender role), 결혼관, 소비관을 반 한 결과 다. 당

시대의 사회학자 탈콧 파슨즈(Talcotte Parsons)는“모

성이라는 역할에 대한 양면적 감정이 여성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하고, 종래의 남녀 역할 분담에

위협을 주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들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것과

여성의 섹시한 매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지적하

다9).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미국에서는 마릴

린 몬로(Marilyn Monroe), 제인 맨스필드(Jane

Mansfield), 아니타 에크버그(Anita Ekberg)와 같은

래머러스한 여배우들이 인기를 모으고, 1953년에는

「플레이보이(Playboy)」잡지가 창간되었다. 즉 바비 인

형은 당시 사회 문화적 경향으로부터 도출된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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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섹시한 은막의 여배우를 탄생시킨 것과 같

은 힘에 의해 출현한 것이다. 한편 그 힘은 취업여성

의 수를 증가시키고, 출산이라는 굴레에 묶이지 않는

쾌락을 위한 섹스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다.

사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기존의 남녀 역할

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여 1950년대가

되자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 다. 따라서 1950년

대 초에는 전쟁시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노동력 전체에서 학령기의 아이들을

가진 기혼여성들의 비율이 급속히 신장되어 갔다. 당

시 인터뷰에 의하면“내 딸은 나 같은 전업 주부가 되

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하거나“그다지 빨리 결혼하

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10).

이러한 여성들이 딸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기 인형

대신에 새로운 특징을 지닌 바비 인형에게 관심이 가

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즉 바비 인형은 그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 문화적 흐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다. 특히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평한 성적인 역할분

담과 성에 관한 스테리오 타입적인 견해에 의의를 내

세우기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특성

화하여 탄생하 다고 볼 수 있다.

2. 바비 인형의 상징성

1) 미국의 소비문화

미국에 있어 1950년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

과 자신으로 가득 찬 부흥기 다. 낙관주의 속에 경제

도 급격히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을 향

유했으며 생활수준이 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그리

고 교외의 핵가족용 주택에 사는 부부 단위의 가정을

축으로 한 소위‘미국식 생활양식(American way of

life)’이 성립되었다11).

다양한 산업이 산출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미용실과 쇼핑 몰에 매주 외출하는 것이 주

부들의 일상 행동이 되었고 노동자 계급은 평균 2대

의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 또한 소비를 부추기는 유혹

중 하나로 포장문화가 나타나 계획적인 폐품화가 진

행되었으며, 한번 쓰고 버린다는 심리가 나타났다12).

바비 인형은 실로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었으며 상

징이었다. 즉 바비는 미국 백인 중산계급의 가치관을

대표하 으며, 핵전쟁에 의한 인류멸망의 공포가 지배

하고 있던 시대에 바비는 번 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

고 교외에 즐비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미국적

인 상품 중 하나로서 바비는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를 상징하고 옹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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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릴리 인형(Marco Tosa, p. 25)

<그림 2> 발매 당시 바비인형(1959)(Marco Tosa, p. 18)



새로운 시대의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여왕으로서 바

비 인형을 둘러싼 마케팅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루스 핸들러는 처음 인형이 발매되었

을 때 인형의 목적에 대해“바비는 여자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선택사항을 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13). 선택사항이란 바비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속 아이템들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의미한다. 그

러나 사실 의복과 액세서리, 그리고 주거용품 등 바비

의 풍부하고 다양한 부속 아이템들은 눈부시게 변화해

가는 당시대의 소비문화를 그대로 반 하고 있다.

우선 스튜어디스, 간호사, 우주비행사, 의사, 심지어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바비는 다양한 직업을 갖

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

해 레저 웨어로부터 비즈니스 웨어에 이르기까지, 순

식간에 바비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대한

수의 의복과 액세서리가 제공된다. 또한 1962년이래

시리즈로 나온‘드림 하우스(Dream house)’는 미국인

들의 교외 주택에 대한 동경이 고조된 시기에 발매된

것이다14). 따라서 바비의 주거 용품들은 지극히 미국

의 주거형태와 소비문화에 근본을 두고 설계되어 있

다. 예를 들어 운반이 가능한 상자를 열면 리빙 룸이

나오고 TV, 레코드 플레이어, 가구 그리고 남자친구

켄의 사진이 액자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바비 패션

플라자(Barbie fashion plaza)’에는 양장점, 스낵 바, 미

용실 등이 있으며, 실제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다. 그런가 하면 바비와 켄이 아르바이트하는 맥도

널드에는 카운터가 있으며, 메뉴와 그릴, 플라이 포테

이토를 튀기는 망까지 설비되어 있다.

이상은 바비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현실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변

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통해 미국 소비문화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2) 이상적인 신체관

지난 40년 간 바비 인형은 여성미의 이상을 구현함

과 동시에 강력한 비난도 불러일으켰다. 그 대부분은

신체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를 들면“바비 인형이 불건

전한 신체 이미지와 천박한 여성미를 만들어내고 있

지는 않은가”, “바비가 주로 유럽 백인종에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지는 않은가”, “어린이들이 성별을 구별할 수 있

는 유익한 놀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비가 페티시즘의 상품화

를 관념적으로 상징하고, 젠더(gender)를 고정화시켰으

며 신체를 이상화시켰다는 비난 또한 일고 있다15).

바비의 신체는 현실적이 아니다. 현실의 몸으로 환

산해 보면 BWH이 100, 54, 80센티가 되는 바비의 몸매

는 키가 너무 크고 말랐으며, 가슴이 너무 크고 힙은

비현실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16). 그리고 하이힐을 신

는 것을 상정하여 다리의 뒤꿈치를 들고 있는 형태이

다. 1994년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슈퍼 모델 케이

트 모스(Kate Moss)와 다이어트 음료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20세기 후반의 여자 어린이들은 비현실적인

바비의 곡선미에 이끌려 왔다”고 말한 바 있듯이, 바

비의 신체가 실제 여성들의 신체와 크게 차이가 난다

는 비난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형의 신

체를 이상으로 하여 발육상태에 있는 자신의 신체와

비교한다는 것이다17).

그 예로 미국 10대 소녀들의 자기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조사를 보면, 백인 소녀의

90%가 자기 신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흑인 소녀

의 70%는 자기 체중에 만족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소

녀의 83%가 더욱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

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62%가 표준 체중을 밑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나 퀸들런(Anna

Quindlen)은 바비만을 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

나, 바비가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하

다18).

그러나 바비의 신체가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

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미사일과 같은 형태의 가슴은

아주 에로틱하며 바비의 신체를 이상화시키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 다. 그리고 전세계 여성들을 향해

“키가 크고 마른 것이 중요하며 다른 인종에 비해 백

인이 우월하고, 성격과 직업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

는 메시지를 발산한다.

바비의 신체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

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바비의 신체가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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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 대신 바비는 끊임없이 제작되

는 패션 아이템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즉 바

비는 변하지 않는 신체를 가지면서 최신 패션 아이템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대응해 가는 이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를 통해 바비는 계속 변화함과 동시에

불변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바비의 신체는 더

욱 이상화되어 가는 것이다.

3) 청년문화

프랑스의 역사가 필립 애리에스(Philippe Aries)에 의

하면 역사적으로 긴 아동기와 사춘기가 사회에 정착하

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 전에는 경제적인

필요성과 짧은 수명을 이유로 아동기부터 일을 하지 않

으면 안되었고, 결혼 연령도 낮았다19). 그에 비해 1950년

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전

을 소유한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 다.

따라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된 바비는 그녀의

의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액세서리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당시 청년 생활에 근거한 모든

상황에 맞추어 거의 완벽하게 스타일화 되어 있다. 이

를 통해 어린이들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무엇을 입어

야 하는지를 배우며, 아무 의심없이 바비의 패션 취향

과 소비주의를 습득해 나간다20).

그러나 마텔사는 전략적으로 바비의 연령을 불분명

하게 함으로써 청년기와 성인과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매 초기의 카탈로그에 쓰여

있는‘틴 에이지의 멋진 패션 모델’21)이란 문구나 초

기의 바비 소설인「바비의 뉴욕 여름」에서‘곧 17세가

되는 것을 슬퍼하는 16세’22)라 설정된 것을 보면 바비

가 청년기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간혹 직업상

의 바비는 성인으로 비추기도 하여 바비는 때로는 청

년기로, 때로는 성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듯 생각된

다. 즉 바비가 청년기이던 성인이던 그와 관계없이 항

상 바비라 한다면 청년기 역시 성인처럼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이 가능한 존재라는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

이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도 완벽한 자기 세계를 구축

해 나가는 바비로부터 우리는 어른이 없더라도 자기

완결이 가능한 현재의 청년문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특징은 매스 미디어가 유도한 바와 같이 소비의 주

역으로서의 청년이며, 신체 치장과 연애에 관심을 둔

성숙한 존재로서의 청년인 것이다.

조안 제이콥스 브럼버그(Joan Jacobs Brumberg)는

그의 저서「더 바디 프로젝트-미국 소녀들의 사적인

역사」에서 20세기 동안 소녀들이 얼마나 크게 성숙되

어 왔는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소녀들은 과

거에 비해 신체를 꾸미는 일에 더욱 열중하며 큰 관심

사로 삼고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체형, 피부, 의복, 머

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성적 매력을 단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신체에 대한 관심과 강박관념은 미디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분출된다고 설명했다23). 즉 현대사회

에서 가족의 획일적인 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소녀들

은 의복, 화장품,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과 같은 수많은

신체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는 소비문화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친구들과 함께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상승

작용 속에서 강박관념이 높아져 간다는 것이다. 이로

부터 보면 바비와 그 관련 제품은 이러한 바디 프로젝

트에 상응하여 제작된 것으로 바비의 세계는 현재 청

년문화의 혼란된 상황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III.

1. 바비 패션의 변천

지난 40여 년 간 바비 인형이 입었던 패션을 살펴

보면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클래식 패션기(1959-66년)

바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패션은 오트 쿠튀르의

전성시기로 최정상에 있던 크리스티앙 디오르

(Christian Dior)을 위시하여 발렌시아가(Balenciaga), 지

방시(Givenchy) 등의 일류 디자이너들이 전세계 여성

들을 매료시키는 패션을 선보 다. 이를 배경으로 하

여 바비의 의복 역시 50년대 파리 오트 쿠튀르 패션으

로부터 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바비의 최초의 21벌

의 의복을 디자인한 것은 샤롯 존슨(Sharot Johnson)

으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참가했던 오트 쿠튀르의 컬

렉션에서 힌트를 얻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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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바비의 1950년대 패션 중에서도 가장 유명

한 드레스인‘화려한 파리지엔느(Gay Parisienne)’

(1959)는 당시 유행한 지방시의 벌룬 드레스(balloon

dress)를 바비용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소프트한 레이

온 태피터(rayon taffeta) 소재에 하얀 토끼털의 스톨

(stole)을 장식하 다25).(그림 3) 또한 반짝이는 분홍색

의 실크 새틴(silk satin)으로 만든‘매혹적인 이브닝 드

레스(Enchanted evening dress)’(1960)는 샤프한 재단

선과 부드럽게 흐르는 드레이프가 특징인데 발렌시아

가의 엄격한 밸런스 감각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60년대는 파리 패션을 경쾌하고 화려한 미

국풍으로 변화시킨 아메리컨 엘레강스(American

elegance)가 바비 패션에 도입되었다. 그 특징으로 우

선 스커트 길이가 50년대과 비교하여 약간 짧아지고

비비드 톤의 패션이 늘어났으며, 허리 라인을 해방시

킨 루즈 피트의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26).(그림 4)

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한낮의 평상복(Matinee

fashion)’(1965, 그림 4의 위줄)은 쉬폰과 표범무늬 인

조 모피를 잘 조화시킨 빨간색 마직의 앙상블이다. 또

한‘토요일을 위한 평상복(Saturday matinee)’(1965, 그

림 4의 아래 줄 맨 왼쪽)은 당시 바비 패션 중 가장

엘레강스한 슈트로서, 모피로 트리밍 한 금사가 섞인

트위드직의 슈트이다. 그 외에도 1965년에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가

입는 재키 스타일이 바비 패션에도 도입되기도 했다27).

2) 캐주얼 패션기(1967-79년)28)

비틀즈의 인기와 함께 1960년대 중반에 일어난 모

즈 룩(mods look), 그리고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

(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결은 바비

패션에도 나타났다. 1967년 런던에 사는 바비의 친구

스테이시(Stacey)와 사촌 프랜시(Francie)가 친구 케이

지(Casey)와 슈퍼 모델 튀기(Twiggy)를 데리고 바비의

패 리가 된다29). 그리하여 바비는 이전의 엘레강스한

세계로부터 캐주얼 패션으로 변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앙드레 크레주(Andre Courreges)와 피에르 카르

뎅(Pierre Cardin)의 향을 받은 우주 룩과 판탈롱, 미

니 스커트 등이 광택나는 소재와 사이키델릭한 프린

트 소재, 인조 모피와 비닐 에나멜 등의 새로운 소재

가 함께 선보 다.(그림 5) 그와 함께 바비의 외모 역

시 긴 스트레이트 머리와 화려한 메이크업 등과 같이

보다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바뀌었다.

1970년대가 되자 전신 14개의 관절이 자유롭게 움

직이는‘리빙 바비(Living Barbie)’가 등장하여 기술적

인 부분에서 더욱 진보하 다. 71년에는‘라이브 액션

바비(Live action Barbie)’가 발매되었는데, 둥근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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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화려한 파리지엔느(1959)

(柳本愼一, p. 10)

<그림 4>아메리컨 엘레강스의 바비 패션

(Janine Fennick, p. 29)

<그림 5>우주룩의 바비(1967)

(Barbie Fashion, Editus

Inc., 1994, p. 105)



이지 위에 바비를 세우면 스테이지가 진동하고 그 진

동을 이용하여 바비가 춤을 추도록 한 장치로 히피풍

의 술이 달린 의상이 특징적이었다30).(그림 6) 또한 72

년에는 손목과 손가락에 관절을 두어 실제로 물건을

들 수 있게 한‘비지 바비(Busy Barbie)’가 등장하

다31). 이상과 같이 다양한 동작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인 진보를 배경으로 하여 신나는 리듬을 타

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동적인 이미지가 바비에 도입

되었고, 패션 역시 젊고 발랄한 느낌의 트렌디한 캐주

얼웨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사회 전반에 걸친 자연회귀의 경향

은 바비 패션에도 향을 미치어 전원풍 스타일이 나

타났으며, 캠프용 접이식 의자와 침구를 완비한 캠핑

카가 발매되기도 했다32).

3) 에스닉 및 커리어 패션기(1980년-현재)33)

1980년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

적인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소위‘힘을 상징하는 의

복(power dressing)’이라 하는 폭 넓은 어깨 라인과 패

드가 들어간 말끔한 슈트가 유행되었으며34),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가 인기를

얻었다. 또한 회화, 문학, 역사는 물론 신화와 전설 등

과거의 문화 유산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포스트 모더

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에스닉 문화의 유행을 배

경으로 민족 예술과 원시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향으로 1980년대에는 유명 디자이너들

의 이름을 내건 바비 패션이 디자인되었으며, 그 종류

도 디스코, 스포츠, 커리어 룩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패션의 역 또한 로벌하게 확대되어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민족의상을 걸친 바비와‘바람과 함께 사라

지다’, ‘오즈의 마법사’, ‘마이 페어 레이디’등의 여

주인공을 연출한 바비가 등장하 다. 특히 1980년에는

아프로 헤어(afro hair)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최초의

흑인 바비가 발매된 데 이어(그림 7), ‘월드 시리즈’라

하여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을 입은 바비가 각국을 대

표하는 미로서 매년 1-2개씩 발표되고 있다35).

1990년대 이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완구가 아니라

바비 수집가들의 취향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

획되어 디스플레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바비가 매년

발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

장하는‘해피 홀리데이 바비(Happy holiday Barbie)’,

불후의 명작을 재현한 ‘할리웃 레젠드 시리즈

(Hollywood legend’s series)’, 59년의 바비를 부활시킨

‘노스탈직 시리즈(Nostalgic series)’등을 들 수 있다.

2. 바비 패션의 이미지

1990년대 들어‘바디 쉐이프(body shape)’가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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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라이브 액션 바비(1971)

(Marco Tosa, p. 103)

<그림 8> ‘아쿠아’의 바비걸 앨범 재킷(1997)

(인터넷 자료)

<그림 7>디스코 패션의 흑인 바비

(Janine Fennick, p. 84)



키워드로 등장했다. 다이어트 식품과 노하우를 담은

비디오가 인기 상품이 되었으며, 미디어상의 마른 모

델들에 관한 논쟁은 극단적인 과대망상증적 스트레스

의 유행을 낳았다36). 또한 보다 큰 가슴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원더 브라(wonder bra)’나‘볼륨 업(volume

up)’브레지어가 필수적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바디 쉐이프’에 대한 관심은 그 이상

향으로서 바비에 대한 재인식을 낳았다. 패션이 쇼 비

즈니스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션쇼 장의 광경과

각 모델들의 개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키가 크고

마른 슈퍼모델의 체형은 바비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996년 3월에는 나오

미 캠벨(Naomi Cambell),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chiffer), 카렌 멀더(Karen Mulder)를 이미지로 만든 바

비 인형이 발매되기도 하 다37).

특히 1998년에는 미국의 ABC 뉴스에서 바비에 대

한 스페셜 리포트가 연속 제작 발표되어38) 문화 아이

콘으로서의 바비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또한 바

비 탄생 40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바비

를 내용으로 한 서적들이 줄이어 출판되었으며, 1997

년에는 유럽의 팝 그룹‘아쿠아(Aqua)’가‘바비 걸

(Barbie girl)’이란 노래를 발표해 유럽뿐만 아니라 미

국과 아시아 등지에서 히트하기도 하 다.(그림 8)

이상의 경향은 패션에도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춘

하 파리 컬렉션에서 실루엣을 중시한 클래식하고 엘레

강스한 50-60년대풍 스타일이 대두되었는데, 그 디자인

이미지로 할리웃 여배우와 함께 마침 35주년을 기념하

여 부활된 원조 바비의 모습이 주목을 모았다39). 또한

이탈리안「보그(Vogue)」가 클라우디아 쉬퍼의 특집 기

사를 다루어 바비 붐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 팝 듀엣

‘샴푸(Shampoo)’가 컬러풀한 바비 스타일을 유행시켰

다.(그림 9) 바비 스타일이란 블론드 헤어(blonde hair)

에 파스텔 컬러의 화장, 풍만한 가슴, 광택이 있거나

스트레치되는 소재, 어깨 끈이 달린 슬립 드레스, 아주

짧은 마이크로 미니의 플레어 스커트, 늘씬하게 뻗은

긴 다리, 스트랩이 달린 하이힐 샌들 등을 말한다40).

이 같은 경향을 참고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바비와

바비 패션의 이미지를 크게 3가지41)로 나눈 후 그 특

성을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를 1990년대 중반 이

후의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찾아보았다. 켈렉션

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바비가 디자인 이미지

로 사용되었다고 일컬어지는42) 95년 춘하 컬렉션에만

연구 범위를 한정지어 살펴보았다.

1) 머트리얼 걸(material girl)

“드디어 콘서트의 개막입니다. 바비와 미지(Midge)

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호화롭게 장식된 계

단을 내려가 눈부실 만큼 화려한 로비로 들어갑니다.

벽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두 사람 모두 깜짝 놀

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오늘밤을 마음껏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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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샴푸’의 앨범 재킷(1994) 

(인터넷자료)

<그림 10> 밥마키 디자인의 바비

(1998) (Janine Fennick,

p. 150)

<그림 11> No concept but good sense의

광고(1994) (柳本愼一, p. 121)



준비는 끝났습니다43).”「바비의 스페셜 나이트(Barbie’s

special night)」라는 책에 묘사된 이다. 이를 보면 콘

서트라는 예술활동 보다 바비와 미지가‘깜짝 놀랄 만

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콘서트 홀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반짝

이는 보석과 호화로운 주변 장식만이 이야기의 세계

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바비에게 있어 신체를 장식하는 것

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며, 그를 통해 자기 현시적

인 세계가 완성된다. 따라서 바비 패션의 특징은 보다

눈에 띄기 위한 것, 예를 들면 화려한 장식과 색상, 반

짝이는 보석, 가지각색의 액세서리들로 구성된다. 그리

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의복과 액세서리로 완

벽하게 치장하고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한다. 즉 바비

는 어디까지나 물질 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또한 현실에 있어서도 바비는 종종 많은 수집가들

에 의해 투자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되곤 한다. 그리하

여 마텔사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성인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

다44). 예를 들면 화 의상 디자이너인 밥 마키(Bob

Mackie)와 패션 디자이너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 랄프 로렌(Ralph Lauren), 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enne Westwood) 등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 한정

판을 발매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그림 10) 이러한

특별 한정판들은 옷을 갈아 입히는 드레스 업(dress

up)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은 인형

위에 잘 부착되어 있으며, 바느질과 장식세공은 그 가

격에 걸맞게 완벽하고 고가의 것이 사용된다. 여기서

느끼는 바비의 이미지는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한, 따

라서 인공적이고 합성적인, 비인간적인 이미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본 논문에서는 머트리얼 걸 이미

지라 하 는데, 이는 일본의 패션 브랜드「No concept

but good sense」의 광고에도 나타난다. 바비를 이용한

이 광고는 바비의 동작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게 되풀

이하여 표현함으로써 인형이 갖고 있는 인공적이고

합성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그리고 바비

가 입고 있는 의복 역시 치 하게 계획된 장식과 세공

으로 화려함과 완벽함을 특징으로 삼고있다.(그림 11)

<그림 12> 역시 그러한 바비의 이미지를 살린 디자인

으로 모델의 자세나 머리 형태, 원피스 앞면의 도식적

인 꽃무늬, 플래스틱의 가방 등이 인공적이며 합성적

인 느낌을 준다.

2) 드림 걸(dream girl)

“바비는 결코 무엇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다

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반 하는 것뿐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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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ilk/Milk boy/O.D.O.B.

(Fashion show, 95 S/S)

<그림 13> 바비의 파자마 파티웨어

(인터넷자료)

<그림 14> 바비의 비치 파티웨어

(인터넷자료)



루스 핸들러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바비는 장난감으로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위한 매개

물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의사, 과학자 등 어린이들이

갖는 장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유

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그녀의 스포츠 카와 드림 홈 세

트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어린이들에

게 부여한다45).

실제로 바비를 위한 마텔사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를 보면 바비를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퍼즐과 게임들

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바비 크로젯(Barbie closet)’

이라 하여 특정 TPO에 맞추어 패션을 갈아 입히는 놀

이가 있는데, TPO로 여자 어린이들이 흔히 꿈꾸는 파

자마 파티, 쇼핑, 무도회, 데이트, 비치파티의 경우를

설정해 놓고 각 상황별로 의복을 갈아 입힐 수 있도록

해놓았다46).

각 상황별로 마련된 패션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파자마 파티는 어깨 끈이 달린 슬립 드레스,

탱크 탑(tank top), 파자마 팬츠가 주 아이템으로 작은

꽃무늬가 있는 밝은 색상의 소재에 브레이드나 모피

장식이 있다.(그림 13) 쇼핑의 경우는 7부 길이의 데님

팬츠에 티셔츠가 주요 아이템인데, 이 역시 티셔츠 소

재로 밝은 색상의 꽃무늬가 사용되었으며 레이스나

프릴로 트리밍 장식을 했다. 무도회는 크리놀린 실루

엣(crinoline s.)과 머메이드 실루엣(mermaid s.)의 드레

스에 색상은 분홍색 계열이 주종을 이루며, 모피와 코

사지 장식이 눈에 띈다. 데이트의 경우는 원피스와 투

피스, 팬츠와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

역시 프릴과 모피로 장식을 하 으며 레이스와 새틴,

오간디 등의 소재를 사용하 다. 비치 파티는 버뮤다

팬츠(bermuda pants)와 티셔츠, 앙상블 원피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노랑, 분홍, 연두 등의 밝은 색상에 작은

꽃무늬 패턴과 자수가 특징이다.(그림 14)

이로부터 보면 분홍색의 실내장식이 귀엽게 꾸며져

있는 바비의‘드림 하우스’와 같이 바비의 패션은 어

린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

다. 고채도 고명도의 분홍을 위시하여 노랑, 하늘, 연

두색 등의 밝은 색상, 꽃무늬와 레이스, 오간디 등의

비치는 소재, 모피와 코사지, 프릴 장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바비의 패션은 환상적이고, 달콤한 드림 걸의 이

미지를 형성해준다.

<그림 15, 16>은 귀여운 드림 걸 이미지의 바비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아이템은 각각 비치 파티

용 앙상블 원피스와 파자마 파티용 슬립 원피스와 비

슷한 형태이며, 작은 꽃무늬와 밝은 색상이 바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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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lements Ribeiro

(Fashion show, 95 S/S)

<그림 16> Sportmax

(Fashion show, 95 S/S)

<그림 17> 육군과 공군복의 바비(1989. 90)

(Janine Fennick, p. 92)



미지를 더해준다.

3) 배드 걸(bad girl)

루스 핸들러가 어린이들을 위한 미국의 패션 인형

으로 탈바꿈해 놓았다 하더라도 바비는 릴리로부터

전해 오는 독일의 매춘부적인 음란성을 여전히 지니

고 있다47). 이는 대부분 신체적 특징과 관련되는데 실

제 바비의 의복을 보면 신체를 강조한 바디 컨셔스 라

인이 많다. 따라서 비록 비즈니스 웨어라 하더라도 그

의복은 현실의 직업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섹시한 느낌을 준다48). 예를 들면 고생물학자의 바비

는 하이킹 쇼트 팬츠보다도 더 짧은 핫팬츠를 입으며,

치과의사의 바비는 미니 드레스 위에 신체에 딱 달라

붙는 흰색 재킷을 입고 벨트를 조여 매고 있다. 심지

어 육군과 공군복 마저 가슴을 부풀리고 허리를 조인

래머러스한 형태이다.(그림 17)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페미니티(feminity)의 악용이

며, 이는 거식증과 가슴성형을 야기시킨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이 비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미는 예술작품

이나 패션 산업의 모티프로 종종 이용된다. 그 예로

일본의 동경 시부야(澁谷)의‘109’라는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패션 브랜드「에고이스트(Egoist)」가 있다. 「에

고이스트」는 바비 인형의 서로 갈아 입힐 수 있는 의

복을 연상시키는 상품군과 바비와 같은 외모의 매장점

원으로 화제를 불러모아, 현재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중 한 조류인 섹시 캐주얼 스타일을 형성하기에 이르

다49).(그림 18) 그리고 97년 여름부터 시부야를 중심

으로 하여「에고이스트」의 매장점원을 모방한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는 더

욱 그 정도가 심해져 15-20cm나 되는 높은 구두를 신

고 노란 머리에 검은색 피부, 눈주위와 입술을 하얀색

으로 화장을 한 과도한 장식의 괴상한 차림이 등장하

다. 이를 가리켜‘야만바(山 ) 스타일’이라 불 는

데, 야만바란 일본의 전설에 나오는 괴물과도 같이 산

속에 살고 있는 노파를 가리키는 말이다50).(그림 19)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경향에 바탕을 이루는 바비

의 이미지를 배드 걸 이미지라 칭했다. <그림 20>은

그 예가 되는 디자인으로 레이스로 트리밍을 한 연분

홍색의 슬립 원피스와 리본 장식이 바비를 연상시킨

다. 그러나 원피스의 짧은 길이에 비해 과도하게 길게

덮은 머리와 길게 올라온 부츠의 과장된 비율, 페티시

즘을 연상시키는 표범무늬와 목걸이 등이 과도하고

그로테스크한 미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비 패션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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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goist 팜프렛

(Egoist 1999, 추동)

<그림 19> 야만바족(Popteen,

2001, 9, p. 47)

<그림 20> Milk/Milk boy/O.D.O.B.

(Fashion show, 95 S/S)



<표 1>과 같다.

IV.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바비 인형을 연구 소재로 하여 그 출현배

경과 상징성을 살펴보았으며, 바비 패션의 변천과정

및 그 이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 다. 그를

통해 현대 패션 디자인과 여성미에 미친 바비 패션의

향을 재조명하고자 하 으며, 바비를 소재로 한 패

션 디자인의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비 인형은 원래 성인 남

성을 상대로 한 독일의 릴리 인형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한 바비 인형이 1959년 미국의 마텔사에 의해 발

매되어 성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당시 미국의 사회 문

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바비 인형은 당시

미국사회에 새롭게 조성된 소비문화와 이상적인 신체

관, 그리고 현대 청년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바비 인형이 입었던 패션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클래식 패션기(1959-66년)로 초기에는 파리의 오트 쿠

튀르의 향을 받았으나 차차 파리 패션을 미국풍으

로 변화시킨 아메리컨 엘레강스의 패션이 중심을 이

루었다. 둘째 캐주얼 패션기(1967-79년)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결이 바비 패션에도 도입되어

젊고 발랄한 느낌의 캐주얼웨어가 주류를 이루었다.

셋째 에스닉 및 커리어 패션기(1980-현재)로 80년 흑인

바비가 발매된 데 이어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을 입은

바비와 각종 커리어 룩 등을 입은 디스플레이용 바비

가 매년 발매되고 있다.

그에 따른 바비 패션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머트리얼 걸 이미지로 바비는 물질

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이미지를 지니며, 패션에서도 완

벽하고 인공적이고 합성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드림 걸 이미지로 바비는 분홍색을 중심으로 한

밝은 색상, 꽃무늬, 코사지와 프릴 장식 등의 패션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상적이고 달콤한 세계를 형성한다.

셋째 배드 걸 이미지로 바비의 신체를 강조하는 섹시

하고 음란한 이미지는 패션에 있어서도 바디 컨셔스

라인의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그로테스크한 미를 나타

낸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비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여성미

와 패션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해 왔으며, 현대사회

의 관측점으로서 각 시대 정신과 함께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성을 상품화하며 젠더를 고정

화하고 신체를 이상화시켰다는 비난 또한 불러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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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비 패션의 이미지

이미지 종류 이미지 특성 디자인 특성

물질중심적인, 세속적인 반짝이는 보석의

머트리얼 걸 자기현시적인, 과시적인 화려한 장식의

(material girl) 비인간적인 완벽한 세공의, 고가의

인공적인, 합성적인 도식적인, 플래스틱의, 메탈의

상상력 풍부한 작은 꽃무늬가 있는

드림 걸 환상적인, 달콤한 분홍색을 중심한 밝은 색상의

(dream girl) 귀여운, 소녀와 같은 모피와 프릴 장식의

꿈꾸는 듯한 코사지 장식의, 비치는 소재의

음란한, 퇴폐적인 바디컨셔스 라인의

배드 걸 섹시한, 래머러스한 과도한 장식의

(bad girl) 비현실적인 과장된 비율의, 비조화의

그로테스크한 스판의, 동물무늬 가죽의

이미지 종류 이미지 특성 디자인 특성



왔다. 바비에 대한 찬반론이 무성하면 할수록 바비는

더욱 강력한 문화적 상징물로서, 패션 디자인에 있어

서도 풍부한 아이디어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캐릭터 패션과 코스튬플레이(costume play)

등 새로운 패션의 역과 그것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이

화제를 모으는 현 패션 세계에 있어 바비는 풍부한 부

가가치를 낳는 귀중한 패션상품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

다. 이러한 현 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발

판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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