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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esthetic view towards exposure in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e mean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and figuring out the 
implications expressed in the red carpet fashion of Korean female movie stars. The concept of 
exposure in fashion was review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publications. The pictures 
of actresses wearing red carpet evening gowns in Korea's major film festiva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ing of exposure expressed in the red carpet fashion 
of Korean female movie stars are as follows: First, this leads the trend reflecting the 
contemporary aesthetic view of exposure as an effective way to show the beauty of the female 
body. Second, this emphasizes the femininity and expresses eroticism by exposing certain body 
parts which symbolize the female gender. Third, this shows the narcissistic self conspicuousness as 
well as the self confidence and self satisfaction. Forth,  this displays the playfulness through 
exposing the body in a unique way. Lastly, the way and level of exposure can be used to 
maintain or change the public's view upon the celeb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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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복식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다원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물신주

의의 범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복식은 개인

의 기호와 내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수

단이 되고 있다. 특히 복식에서의 노출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인간의 미의식과 착용자의 내적 욕구

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각 문화의 사회현상

과 도덕관념 및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출은 남성보

다 여성의 복식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였으며, 여

체의 가슴, 허리, 등, 어깨, 엉덩이, 목, 다리 부위의

노출은 정숙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기성세대로부터 비

판을 받기도 하면서 개인의 미적 욕구와 개성을 표

현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최근 들어 사회적 규범의 완화, 개방적인 성문화

와 같이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대중매체의 시각

적 이미지들이 이상적인 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

여주면서, 복식에 있어서 몸의 노출에 대한 태도 역

시 과거의 전통적 견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음과 날씬함을 추구하는 현재의 이

상적․미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성은 끊임없

이 자신의 몸을 재구성하며 복식에서의 노출을 통해

전시하고자 한다. 현대의 패션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졌으며, 노출을 통하여 에

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에도 너그럽게 반응하

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배꼽티,

슬립 드레스(slip dress)형의 상의, 골반 바지, 초미니

핫 팬츠(hot pants) 등과 시스루 룩(see-through look)

이 유행하기 시작했고1), 미니 스커트(mini skirt)나

로 네크라인(low neckline) 상의, 밑위가 짧은 로 라

이즈 진(low rise jean), 스키니 진(skinny jean), 홀

터 넥(halter neck) 상의, 슬립(slip)형 원피스, 오프

숄더 네크라인(off shoulder neckline), 속옷의 겉옷화

현상 등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패션에 나타

난 노출 표현은 아름다운 인체미와 성적 매력을 강

조하고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몸의

노출은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닌, 패션의 흐

름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는 하나의 현상이며,

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다.2)

복식을 통한 몸의 노출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

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최근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Red carpet)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내

포된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패션에서의 노출이 현

대인의 감성과 내적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노출에 대한 미의식을 알아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레드 카펫과 레드 카펫 패션

에 관련한 선행연구로 정소영 외3)와 강은지 외4)의

연구에서는 레드 카펫 패션의 이미지와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은정5)과 임진숙6)의 연구에서는 레드

카펫 패션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이지원7)의 연구에서는 레드 카펫 패션에 표현

된 욕망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박민아8)의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

였다. 레드 카펫 패션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로 레드 카펫 패

션의 조형성이나 스타일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의 의미에 관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식에 있어서 노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대중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여배

우의 패션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여

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

다.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이론적 고찰로 패션에서의

노출에 대한 개념을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증 연구로는 주요

영화제의 레드 카펫에 등장한 여배우의 이브닝드레

스 차림을 잘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

료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2000년대의 국내 주요 영

화제인 청룡 영화제, 대종상 영화제, 백상예술대상의

시상식에 참가한 여배우의 이브닝드레스 사진 193점

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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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패션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몸에 대한 미의식과 복식으로의 표출에 관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고찰함으로써 현대 패션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레

드 카펫 패션의 사전적 의미와 최근 국내 레드 카펫

패션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패션에서의 노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레드 카펫 패션에 관한 고찰
레드 카펫의 사전적인 정의는 “귀빈이 밟고 지나

가도록 바닥에 까는 빨간 융단”이다.9) 레드 카펫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아이스킬로스(Aeschy-

los)가 쓴 걸작 ‘오레스테이아(Oresteia)’ 중 ‘아가멤

논(Agamemnōn)’ 편에서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서 돌아올 때 빨간 길을 걸은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유럽 왕실에서 귀빈을 환영할 때 레드 카펫을 까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한다.10) 레드 카펫은 오늘날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환영의 표현이며,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표상이 된다.11)

오늘날 레드 카펫은 유명인이나 귀빈을 초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시상식에서 레드

카펫을 밟으며 등장하는 여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은

패션계의 큰 화두가 되며 의상부터 헤어스타일, 메이

크업, 액세서리, 슈즈 등은 당대 최고의 스타일로서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다.12) 또한 최신 트렌드

를 반영하여 그들의 뛰어난 패션 감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고

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13)

2004년 대종상영화제에서는 전문평가단이 가장 옷을

잘 입은 배우들을 선정하는 베스트 드레서 상이 신

설되기도 하였다.14) 레드 카펫의 포토 존(photo zone)

은 배우들이 그들의 레드 카펫 패션을 ‘전시’하는 장

이 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슈(issue)가 되어 관

심을 받기 위해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

들의 열망은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

록 한다. 또한 각종 매체들은 배우들이 착용한 의상

의 디자이너나 브랜드 명을 밝히고, 심지어는 특정

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도하며

수많은 화보와 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레드

카펫 패션은 패션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으며, 특히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은 당대의 미의

식을 반영하며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

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레드 카펫 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한 임진숙15)

의 연구에 따르면, 영화 시상식은 1950년대 후반부터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영화제에 참석한 여배우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70년대부터는

점차 화려한 소재와 디자인의 의상이 나타났다. 1990

년대 말부터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의 실루엣은

점차 간소해지고 몸의 곡선을 살려주는 이브닝드레

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으며, 가슴과 어깨선, 다리 등

과 같은 몸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관능적인 드레스들

이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몸의 노출은

더욱 많아지고 좀 더 과감해졌다. 또한 실루엣,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 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복식과 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

공하고 있다.

2. 패션에서의 노출에 관한 고찰
인간은 고대부터 노출을 통해 본능적인 욕망을 표

현해왔으며, 특히 여성 패션에서의 노출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노출 부위와 그 개념의 이해가 상이한

면을 보이면서 항상 존재해왔다.16) 이러한 노출은 복

식 밖으로 몸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과 복식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것, 인체의 특성을 강조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17) 여성 패션에서의

노출에 관한 이론은 주로 복식 착용 동기, 패션 변화

의 원동력, 몸에 대한 담론 등과 관련하여 다루어졌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뤼겔(Flügel)은 인간의 성욕과 무의식을 연구한

프로이트(Freud)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적인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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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바라볼 때 장식과 정숙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복식 착용 동기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동

기는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양면

성(ambivalence)’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8) 나체에 대

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옷을 입는다는 ‘정숙’을 따

르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체는 성적인 대상물로 전이

되었고, 복식을 착용하여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복식을 통한 ‘장식’으로 인체의 관능미와 세속적인

에로티시즘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장식과 정숙이라는 대립 구조는 인간의 정신세계

를 표현하는 장으로서의 몸과 함께 복식 변화의 원

동력이 된다. 즉, 인간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재구성된 몸의 이미지 위에, 복식으로 이 이미

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치장함으로써 더욱 성적

인 매력을 과시한다는 장식설과 수치스러운 몸을 가

리기 위하여 복식을 착용하게 된다는 정숙설은19) 복

식을 통한 몸의 노출과 은폐의 표현으로서 시대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레버(Laver)는 인간이 복식을 착용하는 목적은 인

체의 성적 매력을 끄는 부위로 주위를 집중시키는데

있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성적 관심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그는 고딕 시대 여성의 밀착된 드레스와 목

선의 노출은 최초로 복식에서 유혹의 원리가 작용하

며, 성적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로 이 시대를

패션의 기원으로 추정하였다.20) 이후로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인체 부위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패션은 여성 인체의 여러 부분을 차례로 노출 혹은

강조함으로써 지속되어 왔다. 복식이 인체 부위에 대

한 노출과 은폐 사이의 타협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션이 시작

되었으며21), 최근 여성 패션은 정숙보다는 장식을 추

구하게 된 것이다.

플뤼겔 역시 패션의 변화란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

하여 에로티시즘으로 표현하였는지의 문제라고 환기

시킴으로써 패션을 에로틱한 성감대의 변화로 인식하

였다.22) ‘이동하는 성감대(shifting erogenous zones)’

로써 여체의 머리, 목, 유방, 허리, 엉덩이, 팔, 다리는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일으키는 부위이므로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러한 부위가 시대, 민족, 개인

에 따라 옷으로 강조되거나 감추어짐으로써 패션이

변화한다는 것이다.23) 다시 말해서, 특정 부위의 노

출이 지속된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람들의 흥미를 자

극하지 못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폐되어 있던

다른 부위를 노출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람들의 흥미

와 관심을 유도해낸다는 것이다.24) 그리고 이러한 노

출 부위의 변화는 시대적 이상미에 따라 패션의 흐

름 속에 반영되어왔다.

또한 패션에서의 노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욱 일컬어지는 것으로,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성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

는 복식을 통하여 성적 매력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보여짐의 행동으로서 인체의 노출을 부추

기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은 복식을 통해

그들의 성적 매력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 패션에서는

효과적인 노출을 강조하는 기술이 요구되어왔으며

이러한 기술은 새로운 패션의 유행을 조장해왔다.25)

한편 패션에서 노출의 대상이 되는 몸에 대한 이

해도 매우 중요하다. 몸은 복식의 중요한 표현 대상

으로서, 시대나 문화,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몸에 대

한 미의식의 반영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고, 몸에

대한 이상미의 변화는 복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26)

오늘날 이상적인 몸에 대한 미적 기준은 ‘날씬함’과

‘청춘’이며, 현대 패션 디자이너는 가장 날씬하게 보

이도록 옷의 이미지를 재조작한다.27) 또한 몸은 우리

의 자아, 정체성, 사회, 역사, 문명의 쇄신과 재구성

을 위한 담론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몸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면서 인간

의 몸은 중요한 미적 주제로 부각되게 되었고 몸에

대한 개념과 정의, 가치와 신념, 권리와 법 등이 수

정되어 왔다.28)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

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념적․역사적 의미까지도

내포한 것으로 간주되며 문화적 담론에서 그 화두를

차지하고 있다.29)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복식에서도 몸의 노출을 통한 인체의 자연적인 모습

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일례로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은 “피부 그

자체가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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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몸을 노출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몸 자체를 미의 소재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이러한 노출의 경향은 생활

수단에의 반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위 또는 기존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위를 의미하기도 한

다.30) 또한 바디컨셔스 룩(Body-Conscious Look)의

등장은 인간의 몸에 대하여 미학적으로 재발견하고

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름다운 몸을 있

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31)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관련한 김은덕

외32)의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에서 최소표현기법을

통한 획기적인 인체의 노출은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중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순수성의 추구가 인체 자체

를 소재로 받아들여 인체의 순수성의 추구로 이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패션에서의

노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선영33)은

다원화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이미지와 의미

분석을 위해서는 현대인의 감성과 현대 패션의 다양

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예술 전반에서 대두되는 노출에 대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 또는 성의 상품화라는 등 여러 견해가 맞서고

있지만 노출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스스로의 개성

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유감성의 표현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성민 외34)의 연구에서는 사

회적 인식의 영향으로 나타난 패션에서의 몸의 노출

표현을 잃어버린 향수와 금기에 대한 파괴 욕구에서

비롯된 모태회귀본능의 표현,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추구, 자기 몸에 대한 사랑

에서 비롯된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경향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현대 패션에서의 몸의 노출은 그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분석 없이 외형적 표현에 의한 즉각적이고

단순한 성본능의 표출로만 인식되어 그 본래의 의미

와는 달리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35) 그러나 패션에

서의 노출은 자신을 좀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

이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세계를 표

현하며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패션에서의 노출과

몸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Ⅲ.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의미 분석

패션에서의 노출은 인간 내면의 욕구와 정신을 표

현하는 방법이 되는데, 특히 대중의 욕망을 대신 충

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은

노출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장에서는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

타난 노출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그에 나타난 노출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다섯 가지로 도

출하였다.

1.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
출 표현 분석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

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인체 부위를 목,

어깨, 팔, 가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9

부위로 설정하였다. 노출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직접

노출은 의복으로 인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직접적으

로 드러내는 표현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의 노

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 노출은 의복으로 가

리고 있으나 인체에 완전히 밀착시킴으로써 실루엣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비치는 소재로 은근히 드러나게

하는 시스루(see-through) 표현, 슬래쉬(slash)나 슬릿

(slit)의 트임 사이로 움직일 때마다 인체 부위가 노출

되는 표현, 디테일이나 장식으로 특정 부위를 강조한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는 몸의 노출을 분

석한 것으로, 복식 조형에 있어 형태와 소재에만 초점

을 두었으며 색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직접 노출 표현 분석

직접 노출 표현은 목(96.9%), 팔(95.3%), 등(88.6%),

어깨(85%), 가슴(58%) 부위의 순으로 가장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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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목과 팔 부위의 노출을 통해 가늘고 긴 목과

길고 곧게 뻗은 팔을 드러내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 더 길고 날씬하게 표현해준다. 어깨 부위의 직접

노출은 깊이 패인 쇄골과 도드라진 어깨뼈를 드러내

어 에로틱한 느낌을 더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깨

를 다 드러내거나 한쪽 어깨만 가리는 형태의 이브

닝드레스가 주로 착용되었는데, 특히 <그림 1>36)과

같은 튜브 탑(tube top) 디자인의 상체 표현은 목선

과 어깨, 가슴 일부를 동시에 드러내어 도발적인 관

능미를 느끼게 해주는데, 때로는 로맨틱하고 우아한

형태로 장식되기도 하며 2007년부터 유행하기 시작

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1>. 한쪽 어깨만 드러내는 비대칭 실루엣의 이브

닝드레스<그림 2>37) 역시 2009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2>, <그림 15>38), 일반 여성 패션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비대칭 실루엣으로써 에로틱한 분위

기를 표현해준다. 팔 부위는 단독적으로 노출하는 것

보다는 목과 어깨, 가슴, 등 부위와 연결되어 노출되

었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완전한 상반신을 연상하

게 해줌으로써 그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39) 가슴 부위는 여성의 인체 부위 중 에

로틱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인체 부위로써40)

대부분 네크라인의 깊이를 통해 표현되었는데, 최근

에는 거의 유두까지만 가려질 정도로 깊게 파인 네

크라인으로 유방의 굴곡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의 대

담한 표현은 대중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그

림 8>41). 이와 같은 극도의 에로틱함을 느끼게 해주

는 가슴 부위의 노출은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가슴 부위의 굴곡

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정용품으로는 양쪽

유방을 최대한으로 모아 올리거나, 가려진 가슴부위

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드레스를 고정시키는데 사

용되는 ‘헐리우드 패션 테이프(Hollywood fashion

tape)’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강조된 가슴은 드레스의 아슬아슬한 디자인을 통해

더욱 도발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그림 3>42), <그림

7>43), <그림 8>, <그림 20>44), <그림 21>45). 등 부위

는 날렵하고 매끈한 뒤태를 과시하기 위하여 뒤 허

리선까지 보일 정도로 깊이 노출한 경우도 많았다

<그림 3>. 가슴 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멀

었던 인체의 뒷부분인 등은 최근 여배우의 뒷모습에

서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효과로 강렬한 섹시미를 부

여하며 직접 노출의 대표적인 부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넓고, 척추를

중심으로 패인 굴곡이 성적 매력을 주는데, 노출 부

위가 적고 상부일 때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노출

부위가 넓거나 허리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섹시함을

느끼게 한다46)<그림 4>47). 허벅지와 종아리의 경우

는 긴 길이의 드레스로 감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나, 간혹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짧은 길이의 드레스

로 직접 노출하여 여배우의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였

다<그림 5>48). 특히 2006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미

니 드레스(mini dress)의 등장으로 다리 부위의 노출

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그림 6>49), 가볍고 활동적

이며 경쾌한 느낌을 주어 로맨틱한 이미지와 젊고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허벅지까지 드

러내는 다리의 노출은 인체 비율을 좀 더 길어보이

게 하는 착시효과를 통해 키가 작은 여배우들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2) 간접 노출 표현 분석

의복으로 가려졌음에도 인체 부위를 암시하게 해

주는 간접 노출의 에로틱한 효과는 직접 노출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은근하다.50) 간접 노출의 표현은

주로 허리(91.2%), 엉덩이(62.6%) 부위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특히 엉덩이 부위는 간접 노출로만 표

현되었고 대부분 밀착된 실루엣을 통해서 표현되었

다.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노출은 상체에서 엉덩이선

까지 밀착되고 무릎에서 헴라인까지 자연스럽게 퍼

지도록 한 머메이드(mermaid)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밀착된 실루엣은 가슴 부

위의 윤곽을 돋보이게 하고, 가는 허리와 풍만한 엉

덩이를 대비시켜 몸의 굴곡을 강조함으로써 글래머

러스한 관능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가슴, 허리, 엉

덩이 부위를 강조하기 위한 밀착 기법에 있어서는

소재의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화려한 조명에 인체

의 실루엣을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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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목 어깨 팔 가슴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총계

직접노출

(%)

187

(96.9)

164

(85.0)

184

(95.3)

112

(58.0)

171

(88.6)

10

(5.2)

0

(0)

33

(17.1)

45

(23.3)
193

간접노출

(%)

6

(3.1)

19

(9.8)

8

(4.1)

43

(22.3)

5

(2.6)

176

(91.2)

121

(62.6)

25

(13.0)

40

(20.7)
193

노출

(%)

193

(100)

183

(94.8)

192

(99.5)

155

(80.3)

176

(11.2)

186

(96.4)

121

(62.6)

58

(30.1)

85

(44.0)

<그림 1> 김민선

대종상영화제, 2009

- http://blog.naver.

com

<그림 2> 손예진

백상예술대상, 2009

- http://blog.naver.

com

<그림 3> 김민정

청룡영화제, 2004

- http://blog.naver.

com

<그림 4> 최여진

백상예술대상, 2008

- http://blog.naver.

com

<그림 5> 김아중

대종상영화제, 2006

- http://cafe.naver.

com

<표 1> 인체 부위별 노출 빈도

(satin), 타프타(taffeta)와 같은 광택감 있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육감적이고 섬세한 인체의 굴곡을 효과

적으로 표현해주는 스판덱스(spandex) 소재, 인체의

곡선미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쉬폰(chiffon), 오

간자(organza), 레이스(lace)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스루 소재, 슬래쉬나 끈 장식 등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가슴, 등, 허리 부위가 노출

되었다.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가슴 굴곡의 음영을

강조하거나<그림 9>51), 슬래쉬나 끈 장식을 통해 양

쪽 유방 사이와 미드리프를 과감히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다<그림 10>52), <그림 11>53). 한편 허리 부위는

끈이나 벨트, 크리스탈․비즈․스팽글 장식 등으로

더욱 가늘게 강조되어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며 여

성적인 섬세함과 우아함을 나타내고<그림 12>54), 엉

덩이 부위는 볼륨감 있는 표현을 통해 한껏 부풀려

져서 관능적인 매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림 13>55).

이러한 허리와 엉덩이선의 대비를 최대한으로 강조

한 표현은 아워글래스(hourglass) 실루엣으로 나타나

며, 우아하고 로맨틱하며 고귀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

현하고 있다<그림 14>56). 팔 부위는 부피가 큰 형태

의 소매로 강조되거나, 소매에 슬릿을 주어 더욱 가

늘고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허벅지와 종

아리 부위는 얇은 시스루 소재나 슬릿, 헴라인의 변

화를 통해 움직임에 따라 다리의 모양이 은근히 드

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그림 15>, 스타킹을 착

용하여 간접 노출함으로써 길고 매끈한 다리 부위에

섹시함을 더해주기도 하였다<그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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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박민영

청룡영화제, 2010

- http://news.naver.

com

<그림 7> 서영희

대종상영화제, 2010

- http://news.naver.

com

<그림 8> 김윤진

청룡영화제, 2007

- http://cafe.naver.

com

<그림 9> 전도연

청룡영화제, 2005

- http://blog.naver.

com

<그림 10> 김혜수

청룡영화제, 2009

- http://www.newsen.

com

<그림 11> 전세홍

대종상영화제, 2009

- http://news.naver.

com

<그림 12> 이민정

청룡영화제, 2010

- http://news.naver.

com

<그림 13> 한예원

백상예술대상, 2009

- http://blog.naver.

com

<그림 14> 김민희

청룡영화제, 2009

- http://blog.naver.com

<그림 15> 하지원

백상예술대상, 2010

- http://news.naver.

com

2.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
출의 의미

2000년 이후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

타난 여러 가지 노출 표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에

나타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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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박진희

청룡영화제, 2005

- http://blog.naver.

com

<그림 17> 하지원

청룡영화제, 2009

- http://blog.naver.

com

<그림 18> 한예슬

대종상영화제, 2009

- http://blog.naver.

com

<그림 19> 김혜수

청룡영화제, 2004

- http://blog.naver.

com

<그림 20> 김혜수

청룡영화제, 2006

- http://cafe.naver.

com

<그림 21> 김혜수

청룡영화제, 2008

- http://news.naver.

com

<그림 22> 전세홍

청룡영화제, 2009

- http://news.naver.

com

<그림 23> 신세경

백상예술대상, 2010

- http://news.naver.

com

<그림 24> 문근영

백상예술대상, 2010

- http://blog.naver.

com

<그림 25> 공효진

백상예술대상, 2009

- http://blog.naver.

com

1) 시대적 미의식을 반영한 유행

오늘날 젊음과 날씬함을 추구하는 시대적 미의식

은 패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새로운 유행을 창조

하고 있다. 여성들은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집착하

며 몸을 가꾸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보다는 드러내는 스타일을 더욱 추구하고 있

다. 여성의 아름다운 몸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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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패션에서의 노출 표현은 이미 유행의 한 현상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그 표현이 더

과감해져서 인체에 타이트하게 밀착된 스타일, 목과

어깨선을 과감히 드러내는 스타일, 핫팬츠와 초미니

스커트 등이 유행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경험을

통해 해외 패션 트렌드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노출

에 대한 여성의 태도가 더욱 개방화된 것이다. 이러

한 시대적 미의식은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가늘고 곧게 뻗은 팔, 탄력

있는 가슴과 잘록한 허리, 육감적인 엉덩이, 길고 가

늘지만 잘 다듬어진 근육으로 탄탄해 보이는 다리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몸이 날씬하고 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의 표현 방

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출

표현 방법은 레드 카펫 패션의 새로운 유행을 선도

하기도 한다. 2007년부터는 목과 어깨, 가슴 일부가

모두 드러나게 하는 튜브 탑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

작하여 길고 곧은 팔을 강조하며, 어깨선과 데콜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2009년부터는 미니 드레스의

유행으로 상체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드러내는 과

감한 노출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꿀벅지’라는 신

조어의 등장과 함께 다리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미

묘한 근육의 굴곡에 시선을 집중시켜 여배우의 젊고

건강한 인체미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다. 레드 카

펫 위에서 연출된 여배우의 모습은 이상적인 인체미

에 대한 미적 기준을 제시하며, 매년 시상식에서 더

욱 세련된 레드 카펫 패션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유

행을 선도한다. 또한 유행이 바뀌어감에 따라 인체를

관리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

도 변화하며, 유행의 변화는 불안과 불만족을 계속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다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을 추구하게 한다.58) 레드 카펫 위에서는 더욱 과감

하고 대담한 노출 표현이 등장하여 여배우의 인체미

를 아름답게 연출하고자 하며, 그들의 인체 표현 기

법은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새

로운 유행을 확산시킨다.

2) 여성성의 강조와 에로티시즘

일반적으로 여성성의 의미는 시대의 변화나 사회,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

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

인체의 강조 또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미

에 있어 부드러움, 여성의 곡선적 움직임과 같은 여

성적 특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59) 여배우의 레

드카펫 패션에서 목, 어깨, 팔, 등, 다리 부위는 직접

노출을 통해 섬세하고 가녀리며 우아한 여성미를 나

타내고 있었다. <그림 1>처럼 목과 어깨를 노출함으

로써 쇄골의 패인 부분을 드러내어 섬세한 인체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그림 4>와 같이 등 부위는

매끈한 피부 사이로 패인 굴곡을 드러냄으로써 섬세

한 여성미를 표현했다. 짧은 길이의 미니 드레스는

여배우의 곧은 다리를 노출시켜 각선미를 드러내며,

팔과 함께 노출되어 가늘고 긴 여성의 인체미를 통

해 이성으로부터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그림 6>.

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위는 간접 노출을 통해 가려

진 부위를 은근히 드러내어 성숙한 여성의 고귀한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었다<그림 1>. 가슴 부위는 여

성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체 부위로서 가슴의

노출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잘록한 허리와 엉덩이를 밀착하여 대비시키는 간접

노출은 여체의 곡선를 강조하며 여성미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레드 카펫 패션에서 여성 인체의 특정 부

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여체에

대한 신비함과 아름다움의 환상적 이미지를 불러일

으키며 우아하고 고귀한 여성성의 강조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

현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본능의 표출에 대한 욕구로

여겨지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여배우는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서 에로틱한 측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망이 여배우와 대중 사이의

관계에서도 표출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중에게 자

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하여 노

출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쪽 어깨만 드러내는 비대칭 실루엣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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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나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튜브 탑 디자인의 드

레스는 흘러내릴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주며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림 7>과 같이 로 네크라

인으로 드러난 가슴 부위는 양쪽 유방을 힘껏 모아

올려 더욱 강조되어 육감적인 에로틱함을 나타내고,

섹시하고 매끈한 등과 다리를 과감히 노출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직접노출

보다는 간접 노출을 통해 가려진 인체 부위를 암시

함으로써 극대화된다. 가슴, 다리 부위는 시스루 소

재를 통해 천 사이로 비치는 인체의 부위를 암시하

고, 슬릿이나 슬래쉬의 틈 사이로 시선을 유도하여

나체를 연상시키며 인체를 직접 노출하는 것보다 더

욱 에로틱함을 느끼게 하며 여배우의 성숙하고 절제

된 관능미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에로티시즘은 은근

하고 상징적인 노출 표현을 통해 더욱 에로틱한 속

성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3) 나르시시즘적 자기과시

노출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

션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몸에 대한 사랑과 타인으로

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의지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출에 탐닉한다는 것이다.60) 이것

은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여성이 남성에 의한 바라봄

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

인 행동을 통한 보여짐의 이미지가 됨으로써 가능해

진 것이다. 여배우는 자기 스스로 몸을 대상화하는

나르시시즘적 쾌락에 길들여지고 있으며, 자기 대상

화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도취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재발견한다.61) 자신의 몸에 열중하고 자기도

취적으로 몸에 집착하게 된 것은 잘 관리된 나르시

시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관리․정비되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형식 중의 하나로 조작되고 있는 것이다.62) 여배우는

잘 가꾸어진 자신의 몸에 부여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젊음을 추구하고 몸을 감싸는 의

복을 통해 이를 과시하려고 한다.

또한 여배우의 몸이 젊음, 건강, 아름다움 등의 이

상화된 이미지들에 근접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증대

된다.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

이 더욱 대담하고 과감해진 것은, 자신의 몸이 지닌

젊음의 힘과 그에 따른 권력의 획득에서 비롯된 자

신감을 표출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젊음과 몸에

대한 숭배는 함께 움직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끈임

없는 관심,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감시, 정보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63) 여배우

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와 투자를 통하여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몸을 소유하고자 하며, 개인

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성형수술, 화장술 등

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가장 바

람직한 자신의 이미지를 제조해낸다. 제한된 인체조

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상을 어떻게

착용하였는가에 따라 변형 가능하다. 여배우는 이러

한 몸의 미학을 추구하며 레드 카펫 위에서 자신이

가진 몸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인 노출 표현을 통해

최대한으로 드러내어 과시한다. 깊게 파인 네크라인

이나 슬릿 사이로 드러난 탄력 있고 풍만한 가슴을

과시하고, 짧은 길이의 드레스와 슬릿 사이로 드러난

다리는 길고 날씬한 각선미와 섹시미를 강조하며, 밀

착된 실루엣을 통해 육감적이고 글래머러스한 인체

의 완벽한 곡선을 보여준다. 레드 카펫 위의 포토 존

에서는 보다 매혹적이고 당당한 포즈와 다양한 방법

의 노출 표현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한다. 앞모

습과 뒷모습 모두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포즈로 노출된 부위를 더욱

강조한다. 드레스의 슬릿 사이로 다리를 최대한 내밀

거나<그림 17>64), 상체를 최대한 뒤로 밀어젖혀 가슴

부위가 돌출되고 허리선이 더욱 곡선을 그리도록 하

는 등의 방법<그림 18>65)으로 움직임을 크게 하여

노출 표현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4) 파격과 혁신을 통한 유희성

오늘날 몸에 관한 나르시시즘은 내면성, 진정성,

심리적인 친근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스펙터클, 유희적이고 언제

든지 변화하는 노출증, 외양들의 축제를 복권시키려

고 하는 경향이 있다.66) 패션에서 유희성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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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을 유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사회의 잘

못된 부분을 통찰, 비판하거나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

며, 기존 질서의 위선이나 횡포를 공격하여 그것을

제거하며 창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67)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기호, 시각적 언어,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몸은 그 위에 입혀진 패션과 함께 해

방과 쾌락을 위한 유희적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

다.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외설, 강

조, 변형 등을 통한 파격적인 미적 표현으로 나타나

는 유희성은 현대 패션의 중요한 흐름이며, 익살스러

운 파괴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특성으로 전개된다.68)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몸의 노출 표현

은 이러한 유희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매번 다양

한 시도를 통해 대중을 즐겁게 해준다.

여배우는 레드 카펫 패션에 있어서 대담한 노출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된 패션을 즐기며 스펙터클한 인

상을 남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신만의 육감적인

몸매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노출하는 김혜수는 해

마다 파격적인 레드 카펫 패션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 왔다<그림 19>69), <그림

20>, <그림 21>. 좀 더 노골적이고 혁신적인 노출 표

현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

고, 마치 이러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매

번 더욱 더 대담하고 도발적인 모험을 시도한다. 인

체 부위를 과감하게 노출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관념

이나 가치체계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며, 파격

적인 노출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몸에 시선을 집중시

키게 하는 도발적 태도를 취한다. <그림 3>, <그림

8>, <그림 11>, <그림 15>, <그림 22>70), <그림 25>71)

와 같이 좀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통해 노

출과 은폐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배우는 이러

한 충격이 주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회적 이슈를 만

들어내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즐긴다. 이

와 같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레드 카펫 패션의 노

출 표현은 여배우 스스로를 활기차게 하고, 즐겁게

해주며,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새

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유희성을 의미한다.

5) 이미지의 재형성과 특징들의 재규정

여배우는 육체적이고, 주문에 맞추어 만든 역할

위에 세워진 개성의 이미지이며, 안정된 혹은 전혀

변하지 않는 개인성의 원형이다. 필요에 따라 프로필

과 특징들을 고안하고 다듬으며, 패션으로 꾸며 매체

를 통해 무대에 올린다.72) 여배우에게 레드 카펫 패

션에 있어서의 노출은 자신의 내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며,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와 이미지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또

한 철저하게 관리된 자신의 몸이 주목 받기를 바라

며, 노출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레드 카펫은 여배우 이미지를 전시

하는 장이 되었고, 그들은 매년 더욱 세련된 스타일

을 선보임으로써 청순함, 우아함, 섹시함 등 그들만

의 고유의 이미지를 고양시킨다. 특히 다양한 노출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써 자신들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관능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는 노출 표현을 최대

화하여 도발적인 관능미를, 순수하고 청초한 이미지

를 가진 여배우는 최소의 노출을 통해 순결한 소녀

적 청순미를 나타낸다. 또한 여배우가 가진 원래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다른 이미

지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몸을 노출하

기도 한다. 로맨틱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

에게 성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체의 일부를

은근하게 노출한다<그림 23>73). 기존의 어리고 순수

한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는 여성스럽고 성숙한 이미

지로 자신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가슴이나 등,

다리 부위를 과감하게 노출한다<그림 24>74). <그림

3>의 김민정은 가슴이 깊게 파이고 등을 완전히 드

러낸 드레스 차림을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기존의 아역 배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매력

적인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효과를 얻었

다. 이와 같이 레드 카펫 패션에 표현된 노출은 대중

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하여 여배우들이 자신이 가

진 이미지를 재형성하고 특징들을 재규정하는 하나

의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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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의미 표현 내용 대표적 사례

시대적 미의식을

반영한 유행

․시대적 미의식을 반영한 몸의 표현(젊음과 날씬함)

․새로운 노출 표현의 유행 선도

여성성의 강조와

에로티시즘

․여성의 인체미에서 드러나는 섬세함, 우아함, 고귀함의 여성성 표현

․간접 노출을 통해 성적 매력을 자극하는 절제된 관능미의 표현

나르시시즘적

자기과시

․자신의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몸에 집착

․노출 표현의 극대화를 통한 자기과시

파격과 혁신의

유희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노출 표현의 등장

․도발적이고 과감한 노출의 충격 효과가 주는 유희성

이미지의 재형성과

특징들의 재규정
․노출의 정도와 방법에 따른 이미지의 수정과 새로운 이미지의 획득

<표 4>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의미 분석

Ⅳ. 결론
복식에서의 노출은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그 부위를 달리하며 장식과 정숙의 갈등 구조 속에

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노

출은 성적 본능의 욕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의

지와 자아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더욱 개방화되

어가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함께 너그럽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몸에 대한 물질

주의적 시각과 관능성, 성문화의 범람과 같은 사회문

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을 통한 몸의 노출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

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노출은

성적 욕구의 표현만이 아닌,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

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자아 표출

을 위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Red carpet) 패

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내

포된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노출에

대한 미의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레드 카펫 패션에서 노출의 대상이 되

는 인체 부위는 목, 어깨, 가슴, 등, 허리, 엉덩이, 팔,

허벅지, 종아리 부위였으며, 노출 표현 방법은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로 나타났다. 직접 노출은 목,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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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등 부위에서 많이 나타났고, 간접 노출은 허리,

엉덩이 부위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국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레드 카펫 패션에서는 젊음과 날씬함을 추

구하는 시대적 미의식을 반영한 유행이 그대로 나타

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여배우의 인체

를 가장 아름답게 노출하는 방법은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기도 한다. 둘째, 여성을 상징하는 인체의 특

정 부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부드러움, 섬

세함, 우아함 등의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몸을 더욱 대담하게 노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여

지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출하는 나르시시즘적 자기과시

를 의미한다. 넷째, 더욱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법으

로 자신의 몸을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관심

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는 파격과 혁신의 유희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몸을 노출하는 정도와 그 표

현 방법에 따라 고유의 이미지가 재형성되고 이미지

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이 재규정된다.

본 연구는 대중의 일반 복식이 아닌, 보여지는 대

상으로서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배우의 레드 카펫 패

션을 분석한 것으로, 특수한 상황적 맥락에서 표현된

노출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노출 표현에 있어 형

태적 특징만을 분석한 한계점을 가지며, 연구 결과가

일반 패션에 적용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여배우의 패션은 가시적 자아이며, 특히 레드 카펫

패션에서의 노출 표현은 적극적으로 자아를 표출하

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된 이들의 이미

지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의식의 흐름을 주도하며

모방․확산되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의 패션에서 몸의 노출

에 관한 도덕성의 의미가 변화되어가는 데 작용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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