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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wide range of expression and direction in fashion by 
analyzing the wardrobe of David Bowie, a musician who represents Glam Rock, for "glam" 
characteristics. Research was done using dictionaries of musical terms, dictionaries of attire terms, 
internet, papers and books published in Korea and abroad and other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four characteristics, and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istance refers 
to the deviation from the norms set by a mainstream society. The resistance in Glam Rock was 
expressed in depreciative and anti-social characteristics, and Punk elements were expressed by us-
ing studs and metallic materials. Second, androgyny in David Bowie’s costume expresses the in-
nate nature of gender by freely integrating or tight silhouette costumes. Third, the fantasy in 
Bowie’s costumes is a concept as opposed to what is real and is expressed by using avant-garde 
and playful expressions. Distorted, exaggerated and avant- garde expressions express decorative 
and bizarre fantasy by using the images of an astronaut. Fourth, the folklore in David Bowie’s 
costumes uses the patterns and images of different cultures, and is expressed as through in-
tegration of exotic components, including the usage of costumes with Oriental colors and shapes. 
Furthermore it represents geometric shapes and curves, using the images of Ki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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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식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시대적 상황이 반영

되는 것으로 현대 과학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패션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

하는 스타와 뮤지션은 대중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

식 뿐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빅토리아 앤 앨버트

(Victoria & Albert) 뮤지엄에서는 개최된 ‘David

Bowie is' 전시는 1970년대 영국에서 주목받았던 글

램룩(Glam Look) 록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의 회고 전시를 개최하였다. V&A 씨어터&퍼포먼스

(Theatre & Performance) 담당 큐레이터 빅토리아

브로크스(Victoria Broackes)와 제프리 마쉬(Geoffrey

Marsh)는 “데이비드 보위는 음악적인 혁신가(mus-

ical innovator)이자 문화 아이콘(Cultural Icon)”이라

설명하고 지난 50여 년 동안 그가 보여줬던 크리에

이티브한 작업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

춰 기획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1) 이번 전시에서는

데이비드 보위가 친필로 쓴 노래 가사, 무대 의상,

사진, 뮤직 비디오, 영화, 세트 디자인, 앨범 작업 등

300여 점의 아이템을 선별하여 전시되었으며, 1970년

대 영국에서 주목받던 글램 록 뮤지션 데이비드 보

위에 대한 전시를 통해 다시 한 번 그의 스타일이

떠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2)

데이비드 보위는 패션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사

용하였으며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다양하고 도전적인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다. 기이한 메이크업과 독특한

무대 의상, 남, 여성의 구분이 모호한 중성적 캐릭터,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극적인 무대연출, 화려한 퍼

포먼스와 양성애적 자기변용(Self transformation)의

이미지가 특징이며, 이러한 스타일은 장 폴 고티에

(Jean Paul Gautier), 발망(Balmain), 랑방(Lanvin)

과 같은 유수의 브랜드에도 영감을 주었다.3)

이렇게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대두되는 데이비드

보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무대의상의 일부를 설

명하는 형식이나 헤어와 메이크업, 액세서리에 관하

여 자세히 고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글램

록(Glam Rock) 뮤지션 중 한명으로 다루어진 연구

들로, 데이비드 보위 패션의 특징과 그의 활동에 관

한 자세한 문헌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글램록의 대표 뮤지션이자 최근 패션 아이

콘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적 성향

과 그가 표현하였던 글램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 음악 용어사전,

복식 용어사전, 인터넷, 선행연구 등의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글램 및 글램 패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데이비드 보위의 글램 패션에 관한 분석 자료는 국

내외 관련 서적, 앨범 재킷,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글램 특성의 기

준을 바탕으로 수집된 사진 자료는 의류학 전공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글램 패션을 분석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Glam

1) 글램의 발생배경 및 글램 록

글램(Glam)은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유행했던

하위문화로서 1960년대 말 반문화의 진지함에 대한

반작용이면서 또한 그것의 확장을 일컫는다.4) 1960

년대 말 런던에서 시작된 이 장르는 당시 음악 신문

들의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낸 용어로 글래머러스

(Glamourous)라고 묘사했던 것이 이들 음악의 대명

사로 사용되었다. 글래머(Glamour)의 어원은 “아이

슬랜드의 신화에서 달은 글라므(Glamr)로 불렸고,

스코틀랜드의 게일어에 섞여들어 글램(Glam)이 되었

으며, 글램은 달빛 속에서 태어나 달빛 속에서 노는

요정(Elf)"을 의미하였다.5) 오늘날의 글래머는 신비

하고 매력적이며 유혹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며, 글래

머 걸(Glamour girl)은 육체가 풍만하여 성적인 매력

을 지닌 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6)

글램의 배경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젊은 세대의 등

장으로 인한 대중매체의 발달, 록 음악의 인기와 대

중화, 팝아트의 영향 등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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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화된 방

직공장과 각종 합성섬유로 인해 록 뮤지션들의 의상

은 더욱 화려해 질 수 있게 되었고, 젊은 세대의 등

장과 함께 청년문화를 형성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글램 가수들의 화려한 색상과 소재의 의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빠르게 모방되어 확산될 수

있었다.7) 또한 1970년대 영국에 나타난 여가의 부르

주아화(Emgeoisement)의 일부로써8), 부르주아 문화

의 속물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모더니즘의 반

항적인 면이 무색해지고 모더니즘 문화가 부르주아

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

즘 문화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9) 그리하여 글램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의 표현을 대변하기도 했

다.10)

“글래머러스한 록(Glamourous Rock)"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글램 록(Glam Rock)은 화려한 패션, 독특

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과장된 액세서리로 사람

의 이목을 끄는 매혹적인 록을 가리키며 1971~1972

년 경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다<그림 1>11). 글램 록

은 1960년대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며 개인주의 경향

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시각적이고 앤드로지니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10대 소녀 취향의 티니 팝(Teeny

pop)과 아트 록(Art rock)이 인기를 끌던 시기에 글

램 록의 의상 및 메이크업, 무대장식 등 음악적인 부

분보다 인공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아티스트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12) 또한 1960년대 후반 주류 록에

대한 반발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지으며 사회와 록 문

화의 변방의 관점에서 글램 뮤지션들은 비평가 로버

트 팔머가 말한 것처럼 ‘반항에 대항하는 반항’을 외

치고 있었다.13)

글램은 성(性)이라는 의미를 교차시키고 관념을

해체하여 하위문화 패션과 하이패션이 상호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탈 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14)

섹스(Sex)와 젠더(Gender)의 대응관계에 대한 실험

과 도전을 행하면서 성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슈화

하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의 반영으로 과거 빅

토리아 시대이후 남성에게 가해진 외모에 대한 억압

과 강제적으로 규정되어진 ‘남성다움’이라는 한계성

을 양성적인 외모의 구축으로 극복함으로써 규정되

어 왔던 기존의 성 개념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15) 1970년대 성도착적인 앤드로지니적

외모의 록 가수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모습을 나타내

면서 그들의 음악과 성 도착적인 의상은 기존의 성

과 성 역할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복식의 경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그림 2>16).17) 데이비드 보위와

마크 볼란 같은 글램 록 가수들은 제한적이고 금기

시 되었던 새로운 남성관에 도전하였다. 글램 록이

유행시킨 양성애적 스타일이 남성이 지배하는 이성

애 부부 중심의 배타적이고 획일화된 가족상에 전면

적으로 도전했고, 글램 록의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1974년에는 미국정신과협회(APA) 정신질환 목록에

서 동성애를 삭제했다.18)

글램 록이 추구한 기괴한 이미지는 전통적이고 고

급스러운 공식 문화의 규범적인 신체표현과 그 바탕

이 되는 모더니즘 문화 가치에 대한 반항으로 하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주장이었다.19) 여기서 나

타나는 성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적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에로티시즘(Eroticism)

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성 개념을 거

부하면서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주장하는 중성적 표

현으로 나타난다.20) 양성애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이분법 자체에 대한 의미를 거부한 점에서 성 해체

뿐 아니라 서구 근대사회의 본질적인 성에 대한 차

별적 인식을 거부한 것이다.21) 또한 주류문화를 풍자

적으로 비꼬며 1960년대 록 음악의 반 문명 자연주

의 이데올로기를 저항하는 안티 록(Anti Rock)을 선

포하면서 저항 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22)

글램 록 가수들의 도시적이고 반항적인 스타일의

음악과 매혹적이지만 신비감을 조성하는 인공적인

외모는 글램 록의 공통적인 특성이 되었고23), 퇴폐적

인 이미지는 독특한 패션으로 순간적인 붐을 일으켰

으며 음악의 비주얼 화 또는 록 뮤직의 확대라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양성성(Androgyne)과

양성애(Bisexuality)요소를 표현하고, 미래적인 이미

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전위적이고 기괴한 느낌

을 주었다. 일부는 뉴 로맨스(New Romance)로 나

타나 더욱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띄고 있으며, 팝아트

적인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글램 록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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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램록 이미지

- David Bowie Style, p. 38

<그림 2> 앤드로지니 글램록 이미지

- velvetplayground.com.ne.kr

<그림 3> David Bowie 5집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Nars

- www.daum.net

풍적인 인기는 여성보다 짙은 메이크업과 패션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보위를 중심으로 대중화되어 인위

적인 도시적 감각을 나타내었고, 기계적인 성격을 모

방하는 팝아트의 특성은 데이비드 보위와 루리드

(Lou Reed), 록시 뮤직(Roxy Music) 등의 글램 록

가수들에게로 이어졌다. 데이비드 보위는 ‘지기스타

더스트의 등장과 쇠퇴 그리고 화성에서 온 거미(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Nars,

1972)’의 앨범 표지에서 인간성이 제거된 미래에 대

한 드라마로 팝아트의 특성을 담아내기도 하였다24)

<그림 3>25).

2) 글램 패션의 특성

글램 패션은 글램 록 뮤지션들의 화려하고 양성적

이며 기괴한 느낌의 무대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나

타내는 것으로, 스타일은 실버 루렉스(Silver Lurex),

코르크(Cork) 굽의 플랫폼 슈즈(Platform Shoes), 남

자들의 화장에서 전형화 되었다.26) 초기의 글램 패션

은 전위적이고, 양성애적이며 기괴한 스타일의 펑크

패션으로 변화하였고, 일부는 여성적인 뉴 로맨틱스

스타일로, 일부는 앤드로지니적인 스타일로 발전하였

다.27) 초기 글램의 앤드로지니적인 스타일은 점차 세

련된 글리터리한 스타일의 글램 패션으로 변화하였

고, 글리터리함의 표현으로 신체의 굴곡을 강조하고

성적인 매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를 사용

하여 환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강조하였다.28)

글램 록의 대표 뮤지션인 데이비드 보위의 양성적

인 비주얼과 퇴폐적인 소재들은 글램이 택했던 반역

의 코드였으며, 마크 볼란, 게리 글리터 등과 같은 뮤

지션들과 함께 글램 패션으로 캘리포니아의 블루진에

익숙한 록 팬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글램 패션은 성

의 구별을 뛰어넘는 화려함과 양성적, 퇴폐미를 나타

내는 관능적 성향으로, 영국의 글램 록으로 분출된

보수적 주류문화에 대한 반항과 개인적 탐미주의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전의 남성을 대표하는 록 뮤지

션들의 마초적인 의상과 반대로 반혁명적인 모순에

대한 반동은 남성에게 금기시 되었던 여성성에 대한

과장된 탐닉으로 표현되었다. 1970년대 글램 록 뮤지

션들의 패션은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중시했던 전

통적인 복식의 개념을 탈피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

행하며 스트리트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29)

글램 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정희영30)은 글램 록

뮤지션의 복식에 나타난 형태, 색상, 소재, 장식 등의

디자인 특성을 통해 저항, 앤드로지너스, 추의 미, 페

르소나의 내적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김정희31)는 팝

음악에 나타난 패션에서 데이비드 보위와 보이조지

(Boy George)의 복식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통해

펑크패션, 뉴 로맨틱 스타일, 양성적인 스타일, 글리

터리 글램 스타일로 특성을 분류하였다. 송지현32)은

2002년 S/S부터 2007년 S/S까지의 구두 전문 컬렉

션지를 중심으로 글램 스타일 구두 디자인 분석을

통해 비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디자인 특성을 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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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글램

성격

글램록

특성

글램

스타일

미적

특성

글램

스타일과

펑크록

특성

글램록

스타일

디자인구

성 요소

글램

이미지

요소

글램과

펑크

패션의

특성

글램 성격
글램

스타일

글램

패션

특성

연

구

자

이현주

(2000)

김은아

(2001)

김은아

염혜정

(2001)

서이자

(2002)

송지현

(2007)

권민희

(2008)

정현숙

정희영

(2009)

김정희

(2012)

Denny

Lewis

(2012)

저

항

성

표현

특성

펑크
반

부르주아

언스트럭

쳐드
저항 펑크 펑크

양

성

성

앤드로

지니

양성의

인위적

조작

양성의

실험적

표현

반 목적론
믹스 앤

매치

양성성

양성애

앤드로

지너스
양성적

앤드로

지니

뉴

로맨틱

실험적패

러디

저속한

패러디

반

모더니즘

오버트리

밍
추의 미 뉴 로맨틱

바이

섹슈얼 환

상

성
미래적

신화적

우주인

기괴한

우주인

부대

양성애적

컬러

콘트

래스트

글리터리
페르

소나

글리

터리

글램

초현실

주의

민

속

성

상업

주의적

페르

소나

전통성

<표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글램 특성

트럭쳐드(Unstructured), 글리치하고 과장한 디자인

특성을 오버트리밍(Over Trimming), 극단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한 디자인 특성을 믹스

앤 매치(Mix & Match),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대

비되게 매치한 디자인 특성을 컬러 콘트래스트(Color

Contrast)라고 분류하였다. 서이자33)는 글램 록 뮤지

션의 음악적 태도와 노래 가사, 사운드에 나타난 특

성을 반 모더니즘, 반 목적론, 반 부르주아로 분류하

였고,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적 성향과 패션을 양성애

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권민희34)는 디지털미디어에

나타난 하위문화 중 글램 스타일을 양성성(Andro-

gyne), 양성애(Bisexuality)로 구분하였고, 이현주35)

는 글램록 뮤지션의 복식과 헤어, 액세서리, 메이크

업을 분석한 특성을 앤드로지니, 상업주의적, 미래적,

뉴로맨티즘, 펑크패션의 전위적, 기괴함으로 정리하

고 글램에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의 패션에 나타난

공통적 표현 특성을 감각적, 인위적 패턴과 화려한

장식, 동서양의 혼합, 네오퓨전(Neo fushion)적 소재

와 의상표현, 장식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김은

아, 염혜정36)은 영화 벨벳골드마인(Velvet Goldmine)

의 등장인물별 디자인 특성을 통해 양성의 실험적

표현, 기괴한 우주인 부대, 저속한 패러디로 미적특

성을 추출하였고, 김은아37)는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에서 글램록의 출현 배경과 뮤지션 의상에서 나

타난 공통적 특성을 신화적 우주인, 양성의 인위적

조작, 실험적 패러디로 추출하였고, 199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글램 스타일의 과다한 장식과 양성

적 표현을 장식적인-단순한 이미지의 축과 매니시-

페미닌 이미지의 축으로 선정하여 선별한 디자인 샘

플을 분석한 결과 글래머러스하고 모던한 대중적인

디자인 (Craft Glitter), 현란하고 선정적인 이미지

(Anti-Eco), 관능적이고 캐주얼한 실용적 디자인

(Slender Mannish), 모던한 이미지(Japanese Folk)

로 단순화되었다고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국외 문헌 Denny Lewis의 ‘David Bowie

Style’38), Victoria Broackes39)의 ‘David Bowie is

Inside’, Rock, Mick40)의 ‘Glam! an Eyewitness

Account’에 나타난 글램의 공통적인 특성은 ‘페르소

나, 앤드로지니, 초현실주의, 바이섹슈얼, 펑크, 전통

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외 문헌자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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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민속적인 전통

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전통 예

술 ‘가부키(Kabuki)’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화려한 화장과 복장의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고 무용 공연 ‘Kabuki’는 ‘기괴함’으로 번역

되고 있다. 가부키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기괴한 퍼

포먼스를 했던 데이비드 보위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부키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

너 칸사이 야마모토(Kansai Yamamoto)의 의상을

착용했던 데이비드 보위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민속

성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특성 중 하나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에 나타난 글램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

으로 데이비드 보위의 글램 패션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2. David Bowie
글램 록은 퇴폐적이며 몽환적인 이미지와 기괴한

패션으로 급속하게 인기를 얻었고, 이를 대표하는 글

램 록 가수인 데이비드 보위의 본명은 David Robert

Jones이며, 1947년 1월 8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8살에 록큰롤 음반을 듣고, 13살에 아버지로부터 선

물 받은 색소폰을 시작으로 록 음악에 필요한 모든

악기들의 연주법을 습득해 가기 시작했다.41) 어린 시

절 그는 친구와의 싸움으로 한쪽 눈을 다쳐 동공이

영구 확장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오드아이가 되었

고, 런던 브롬리 기술고등학교(Bromley Technical

High School) 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며 작곡 위

주의 음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데이비드 보위는 1963

년~1965년까지 Kon-Rads, Lower Third 등 5개의

밴드를 거치며 보컬, 연주, 작곡을 겸하는 멀티 플레

이어 경력을 쌓아갔고, 1966년 자신의 본명과 같은

이름을 쓰는 당시의 인기 가수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데이비드 보위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42)

1960년대 영국은 비틀즈(Beatles), 롤링 스톤즈

(The Rolling Stones), 후(WHO)같은 인기 록그룹들

이 모즈룩(Mods Look)을 입고 등장함에 따라 모즈

패션은 영국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그 당시 18세의 데이비드 보위 또한 모즈룩

을 즐겨 입기도 하였지만 1970년대 모즈룩이 쇠퇴하

기 시작할 무렵 데이비드 보위는 실험적 패션을 감

행했다. 그의 앨범 3집 ‘The Man Who Sold the

World’에서 여성들이나 입을 화사한 꽃무늬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

의 비주얼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였고, 여왕을 타겟

으로 한 컨셉은 왕실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앨범 판

매금지 처분과 함께 변태적인 복장 도착자로 분류되

었다<그림 4>43).

그러나 1972년 발매한 5집 ‘The Rise & Fall Of

Ziggy Stardust’에서 스페이스 록과 글램 록의 시초

라고 평가되며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 앨범에서 컨

셉을 기초로 가공의 록 스타 "Ziggy Stardust"로 자

칭하고, Back Band인 "Spiders From Mars"를 이끌

며 전 세계를 무대로 1년 반 정도 투어를 시작 했다.

그는 화성인 Ziggy로 변신하면서 외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눈썹을 밀고 다녔다. 여기에서 Ziggy

Stardust라는 이름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

연히 본 런던의 양복점의 이름(Ziggy's)에서 따왔다

고 하며 이 캐릭터가 의상에 큰 비중을 둘 것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Ziggy라고 했다.44) 이 앨범의 의상은

일본 디자이너 칸사이 야마모토(Kansai Yamamoto)

에 의해 탄생하였는데 가부키 연극에서 영향을 받아

옵티마 비주얼(Optima Visual) 효과를 보여주면서

연극적이고 스펙터클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45) 데이비드 보위는 그의 실험적인 디자인

을 선호하였고, 1973년 3월 영국 투어에서 그가 디자

인 한 의상으로 9벌을 제작하여 입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보위는 1976년 언론과의 인터뷰 중 돌발

적인 양성애 선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

만 실제로는 이성애자이며 글램 시절 실험적 양성애

(trial bi sexual)였다고 밝혔고, 그의 발언은 공인으

로서 최초의 커밍아웃으로 그의 반항기와 실험적 성

향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보위의 파격적

인 컨셉은 고착된 남성적 록 문화에 대한 일탈로 사

운드로만 존재하던 록을 환상적인 시각적 장르로 전

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03년 ‘Reality’ 음반 발표

이후 순회공연을 하던 중 2004년 심장수술로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2013년 1월 8일 그의 66번째 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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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vid Bowie 3집

The Man Who Sold the World

- www.daum.net

<그림 5> 데이비드 보위와 레이디 가가의 번개무늬 메이크업

- jforjanky.wordpress.com

<그림 6> Gucci F/W

(2006)

- Style.com

<그림 7> Armani Privé

F/W (2007)

- Style.com

<그림 8> Jean Paul

Gaultier

S/S (2011)

- Style.com

<그림 9> 브랜드 BOWIE

- www.naver.com

27집인 신곡 ‘Where are you naw?' 뮤직비디오를 공

개하며 비밀스럽게 작업하던 앨범을 깜짝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46) 데이비드 보위는 동양에 대한

관심을 그의 의상에 표현하기를 시도하였고, 그의 실

험적이고 환상적인 음악적 성향과 양성애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 성향은 최근까지도 글램 록을 대표

하는 뮤지션으로 알려지고 있다.

데이비드 보위는 현대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글램 록의 아이콘으로 2008년 BBC에서 발

표한 ‘영국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문화 아이콘’, 2009

년 Life & Style 잡지에서 발표한 ‘70년대를 대표하

는 패션 아이콘’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미국

ONEPOLL.COM에서 선정한 ’역대 가장 위대한 록

레전드 20인‘에서 3위로 선정되며 꾸준히 자신의 존

재감을 나타내었다. 보위는 다양한 매체 뿐 아니라

여러 뮤지션과 패션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마돈

나는 문화적 영감의 원천을 데이비드 보위라고 하였

고47), 레이디 가가는 그녀의 음악과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뮤지션으로 데이비드 보위를 꼽았으며,

그녀의 얼굴에 그려 넣은 번개무늬 상징은 보위의 6

집 앨범 Aladdin Sane 의 재킷 사진과 동일하다<그

림 5>48).

또한 구찌(Gucci)<그림 6>49), 아르마니 프리베

(Armani Privé)<그림 7>50), 장 폴 고티에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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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James Dean

Look, 1972

- Glam!

<그림 11> Ziggy Stardust 무대의상

- David Bowie Style, p. 56(좌),

- www.5years.com(우)

<그림 12> Ziggy Stardust

시절 의상, 1971

- Glam!

<그림 13> 6집

Aladdin Sane재킷

- http://www.daum.net

Paul Gaultier)<그림 8>51) 등 다양한 유명 디자이너

들의 컬렉션에서 주기적으로 Ziggy 시절의 데이비드

보위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뮤지션 출신의

디자이너 케넌 더피(Keanan Duffy)는 브랜드를 출

시하며 브랜드 네임을 자신의 우상인 데이비드 보위

의 이름의 BOWIE로 정하고, 라벨에는 Ziggy를 상징

하는 번개무늬를 새겨 넣었다<그림 9>52).

데이비드 보위는 뮤지션으로서의 명성과 별개로

대중음악 속에 패션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시

키고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 화 시킬 만큼 영향력을

가진 문화의 아이콘이다. 또한 ‘David Bowie is’ 전시

는 예매로만 5만여 장의 입장권이 팔려 V&A 박물

관 역대 예매율 최고기록을 세웠다. 전시를 후원한

GUCCI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리다 지아니니

(Frida Giannini)가 평소 그에게 영감을 얻어 수많은

컬렉션을 선보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Ⅲ. David Bowie 복식에 나타난
글램패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

된 저항성, 양성성, 환상성, 민속성의 4가지 글램 패

션의 특성을 기준으로 국내외 서적, 앨범재킷, 인터넷

자료를 통해 데이비드 보위의 패션 시각자료 275장을

수집하였으며, 의류학 분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바

탕으로 데이비드 보위의 글램 패션을 분석하였다.

1. 저항성
저항은 주류사회가 정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정

체성과 의식을 표현하기위해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

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글램 록에서의 기괴한 패

션은 기성세대와 주류 문화사회에서 혐오스러운 대

상이었고, 육체를 기괴하거나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은 반제도적, 반규범적인 저항코드였다.53) 본 연

구에서 나타나는 글램의 저항적 특성은 펑크적 요소

인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성으로 표현된다. 또한

남성적 문화에 대한 저항과 실험적인 정신으로 보수

적인 록 문화에 여성적인 외모와 남성적인 행동으로

제3의 성을 만들어낸 데이비드 보위의 도전정신이

담겨있다.

반항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영화배우 제임스 딘

(James Dean)의 이름을 가진 의상은 블루컬러의 루

렉스 자켓과 스터드 장식의 팬츠와 체인벨트로 코디

네이션 되었으며 플랫폼 슈즈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10>54). 이 의상은 글램의 일부인 펑크적 요소를 담고

있고, 그의 오렌지 색 헤어와 진한 메이크업으로 저

항적인 젊은 세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72년

런던 레인보우 극장(Rainbow Theatre)의 공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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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집 앨범

블루색의 드레스 Image, 1971

- David Bowie is Inside, p. 45

<그림 15> Diamond

Dog dog, 1974

- David Bowie Style, p. 60

<그림 16> Boys Keep Swinging

Video, 1979

- David Bowie is Inside, p. 81

입은 의상<그림 11>55)은 상의는 속이 비치는 시스루

블라우스로 몸에 밀착되어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

며, 팬츠의 특징은 뒤 엉덩이 중간에 빨강과 은색의

비즈로 장식한 나뭇잎 무늬로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12>56)의 반짝이는 비즈원단의 상의와 레오파

드 프린트의 글리터리한 원단의 팬츠를 착용하고, 빨

간색의 플랫폼 슈즈와 볼드한 액세서리로 반항적인

록 뮤지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데이비드 보위의

6집 앨범 재킷에 나타난 보위는 빨강과 파랑의 번개

문양 페이스페인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13>57). 이러한 모습은 반짝이는 불빛을 형상화

한 메이크업으로 반사회적인 그의 패션과 함께 저항

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양성성
남자와 여자 양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성 공

유’, ‘자웅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성성은 고대

그리스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자를 지칭하는 ‘앤

드로스(andros)'와 여자를 나타내는 ‘지나케아(gy-

nacea)'의 합성된 용어이다.58) 유연성, 인내, 순종으

로 대표되는 ‘여성스러움’과 이성, 공격성, 용기로 상

징되는 ‘남성다움’이라는 여성과 남성의 특유의 특성

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의 패션을, 남성이 여

성의 패션을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는 스타일로 크로

스 오버(Cross over)시킨 것을 말한다.59) 이는 ‘여성

성’,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넘어 남자

와 여자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자유롭고 개방된

감각으로 융합시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표현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양성성은 데이비드 보위가 글램 록 뮤지션으로 두

각을 나타내던 1970년대 그의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보위의 아내는 자신의

옷을 사기위해 들른 부티크에서 장난삼아 자신의 드

레스를 남편에게 입혀보았고, 이때부터 데이비드 보

위는 자신의 중성적인 외모를 이용해 그만의 차별화

된 비주얼을 이용하기로 한다.

3집 앨범재킷에 나타난 의상은 벨벳소재의 블루

색 꽃무늬가 있는 롱드레스로 가슴에 중국의 전통의

상 치파오의 매듭 장식이 되어있고,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의상으로 그의 중성적 매력이 잘 드러나는

의상 중 하나이다<그림 4>. 베레모 모자와 블루계열

의 드레스를 착용한 <그림 14>60)의 의상은 스냅의

여밈 장식으로 부드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몸의

실루엣이 나타나는 드레스를 착용하여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61)의 빨간

오버롤 팬츠와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가슴부분

에서 묶어 장식하였고, 목에 도트무늬의 스카프를 두

르고 스택 힐(Stack-heel) 부츠를 착용하여 더욱 양

성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골드 빛의 스팽글로 이루

어진 롱 드레스를 착용하여 조명으로 인한 신비로움

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하이힐과 진한 메이크업, 긴

헤어, 커다란 귀걸이와 팔찌,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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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ngel of Death'

red vinyl costume, 1980

- David Bowie is Inside, p. 94

<그림 18> Cobweb bodysuit,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88

<그림 19> 과장된 실루엣의

PVC,1979

- David Bowie is Inside, p. 212

<그림 20> Ashes to Ashes Video

Pierrot costume, 1980

- David Bowie is Inside, p. 218

<그림 21> Space suit,

1973상의,

- http://www.5years.com

손톱이 남성의 성을 완벽히 배제한 여성성만이 보이

는 도착적인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데이비드 보위의

양성성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다<그림 16>62).

그의 의상은 공통적으로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형태로 그의 긴 헤어와 진한 메이크업과 어우러져

양성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벨벳과 스팽글

같은 글리터리한 소재는 신체의 굴곡을 강조하여 성

적인 매력을 발산하도록 하여 환상적인 신체이미지

를 강조하도록 한다.

3. 환상성
환상적(Fantastic)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판타스티

쿠스(Phantasticus)에서 나온 말로써, 그리스어 판타

제인(Phantasein)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상성은

현실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프란츠 로텐스타

이너(F. Rottensteiner)는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변

화 없는 일상의 법칙성 안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것

의 침입이라 하여 환상적인 것의 체험을 무의식의

내부적 충동들의 활성화와 결부시켰다.63)

패션에서의 환상성은 매우 광범위하며 기존 개념

들의 한계나 제약을 넘어 디자인하는 것으로 실용성

보다는 상상과 동화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때로는 전

위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신선한 자극과 환상

을 제공하여 새로운 창작 영역과 무한한 디자인 가

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데이비드 보위의 패션에서

는 다양한 모습으로 환상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림 17>64)의 PVC소재의 빨간 바디 수트에 검정색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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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과 빨강과 검정의 비즈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현실

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존재인 악마를 형상화하

고 있다. 글리터리한 소재의 실과 블랙 실의 니트 소

재가 믹스된 비대칭적인 디자인의 의상으로 가슴에

금색과 검정 손톱의 손 모양을 장식하여 전위적이고

유희적인 표현 통해 환상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8>65). 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뒤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기괴하면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표

현하고 있다. 또한 PVC소재의 베스트와 커다란 보

타이, 롱스커트로 유연성이 없는 과장된 실루엣의 형

태를 보여주는 의상<그림 19>66)은 동화적 환상을 제

공하고 있으며, 은색의 매시(mash)소재의 바디 수트

에 과장된 꽃 모양의 모티브를 달고 크리스탈과 비

즈를 장식하여 화려함을 강조하며 기괴한 모습이 아

닌 화려하고 신비로운 우주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도 하였다<그림 20>67). 이 두 의상은 신체의 모습을

왜곡되어 보이게 하여 현실에는 존재하기 않는 새로

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21>68)의 의상은

강렬한 핑크와 실버, 네온사인같은 파랑의 스트라이

프로 된 메탈 소재의 패브릭으로 제작된 재킷과 팬

츠의 Space suit이다. Space Oddity공연에서 착용한

이 의상은 미래적인 우주 외계인인 Ziggy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어깨를 강조한 패드는 인위적이

고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이마에 금색의 기하학적

인 원형의 메이크업과 빨간색의 PVC 플랫폼 부츠와

더불어 환상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4. 민속성
인종의 고유성이 포함된 민속성은 세계는 하나라

는 공동체 의식으로 문화적 경계들이 무너지며 소외

되었던 다른 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

된 양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녀, 인종, 계급의 경계

를 해체하고, 평등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개

인주의와 반 인종주의의 관점에서 자율성과 지배를

의미하는 혼성의 주체적인 여성성을 제시한다.69) 패

션에 있어서 민속성은 이국적인 요소의 수용으로 표

현되며 무경계적인 절충주의로 나타나게 된다.70) 이

국적인 민속의상 재현의 근원은 1960년대 말 히피의

영향으로 인도, 티베트 등의 민속복식이 주목을 받으

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보위의 패션에서는 그가 동양 문화에 많

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967년 데뷔

앨범 ‘David Bowie’를 제작하던 중에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여 동양의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동

양적인 색채와 형태를 좋아했던 데이비드 보위는 앨

범 ‘The Rise &Fall Of Ziggy Stardust’ 활동 중에

일본 디자이너 칸사이 야마모토의 의상을 무대의상

으로 착용하였으며, 그의 의상은 현대적 감각과 고전

가부키양식이 결합된 경향이 강하여 이국적인 느낌

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림 22>71)의 비대칭 바디 수트는 흰 바탕에 부

분적으로 핑크색과 붉은색, 푸른색의 기하하적 형식

의 금속 니트 직물로 만들어 졌으며, 한쪽의 소매와

한쪽 다리를 노출하도록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하였

고, 절개된 부분은 같은 메탈 소재의 니트로 볼륨감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였다. 데이비드 보위는 동양

의 문화에 관심이 높았을 무렵 일본디자이너의 작품

으로 동양의 감성과 색상을 표현하여 민속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73년 착용하였던 하얀 실크 원단

블라우스는 화려한 색상의 소나무와 새, 꽃등의 동양

적인 자수가 놓아져 있고, 일본 전통 신발 게타(下

駄)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슈즈는 동양의 민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그림 23>72). ‘kanji’라는 이름의 의

상으로 한문은 ‘one who spits out words in a fiery

manner’라는 의미이고, 하얀색 망토에 검정과 빨간색

의 한문으로 동양문화의 민속성을 직접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그림 24>73). ‘Space samurai'라는 이름이

붙은 의상은 반짝이는 검정, 파랑, 빨강 등 원색이

사용되었다. 다리 쪽의 디자인은 일본의 기모노 소매

모양과 같이 각이 지고 넓게 퍼진 형태를 지니고 있

다<그림 25>74). ‘Spring rain' 의상은 검정색의 비닐

소재에 하얀 실로 퀼팅이 들어가 입체감과 동시에

유선형의 형태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 Jump suit는

크게 부풀려진 바지의 양 옆이 벌어지도록 디자인되

어 있으며, 강렬한 빨강색의 가죽을 덧대어 움직임

있을 때 색상의 대조가 돋보이도록 하였다<그림

26>75). 이러한 곡선의 형태는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며, 일본전통 신발을 모방한 플랫폼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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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nitted bodysuit,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58

<그림 23> White silk suit,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76

<그림 24> kanji characters,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60

<그림 25> Metallic bodysuit,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63

<그림 26> 'Tokyo Pop' vinyl bodysuit,

1973

- David Bowie is Inside, p. 64

<그림 27> Tassel silver bodysuit

1973

- http://www.5years.com

즈를 함께 착용하여 일본 무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973년 보위가 Earis Court에서 착용했던 은색

의 벨벳소재의 바디 수트로 어깨부터 소매까지 긴

테슬(tassel)이 달려 일본 기모노의 넓은 소매를 형

상화시킨 의상으로 동양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가 있다<그림 27>76).

Ⅳ. 요약 및 결론
현대 패션의 흐름에서 과거 다양했던 스타일이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재창조되어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회고전을 통해 재조명

되고 있는 글램 록의 대표 뮤지션 데이비드 보위의

패션에 주목하여 글램 패션의 특성의 개념을 재확립

하고,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적 성향 및 패션 성향에

나타난 글램 록 스타일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데

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글램 패션의 특성 및

표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저항성은

반규범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성으로 표현된다. 그의

무대의상에서는 스터드와 같은 금속적인 소재와 글

리터리 소재, 볼드한 액세서리 및 강렬한 메이크업을

통해 펑크적인 요소를 차용하였고, 시스루 의상과 애

니멀 프린트, 높은 굽의 플랫폼을 착용한 스타일을

통해 반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표현하며 주류문화에

의해 정해진 규범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데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넘어 성별에 따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복식에 나타난 글램패션 특성

- 49 -

특성 표현방법 사례

저항성
- 스터드, 메탈릭 소재의 펑크적 요소인용

- 반사회적 성 표현

양성성

- 스팽글, 벨벳 등의 여성적인 소재 사용

- 여성의 의상 착용으로 성 도착적 이미지

차용

- 인체를 조이는 실루엣

환상성

- 다양한 소재 사용

- 왜곡, 과장, 전위적 표현

- 이질적 요소의 도입

- 우주인 이미지 차용

민속성

- 동양적 색채 사용

- 기하학적, 곡선의 형태

- 기모노의 이미지 차용

<표 2> 데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글램패션의 특성

른 고유한 특성을 자유롭고 개방된 감각으로 융합시

켜 표현된 특성이다. 보위의 무대의상에서는 스팽글

과 벨벳 등의 글리터리하며 여성적인 소재를 사용하

였고, 플라워 프린트와 러플 장식을 사용하여 그의

양성적 매력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인체를 조이는

실루엣의 의상을 착용하여 신체에 대한 시각적 효과

를 강조하였고, 실제로 여성의 드레스를 착용하며 성

도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셋째, 데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환상성은

현실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용성 보다는 전

위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특성

이다. 그는 PVC, 니트, 메탈소재, 깃털, 비즈 등의 다

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환상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의상의 왜곡과 과장, 전위적인 표

현방법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현실에 존

재하지 않는 환상의 존재인 우주인의 이미지를 차용

함으로써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

였다.

넷째,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민속성은 다른 문화

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국적인 요소의 수용

으로 표현되며, 동양의 색채와 형태가 보여 지는 의

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데이비드 보위의 의상에서

는 검정, 빨강, 파랑 등의 원색적인 색이 사용되었고,

광택감 있는 소재와 니트, 기하학적인 패턴과 동양화

를 연상하게 하는 자수 등 다양한 소재와 패턴이 사

용되었다. 또한 유선형의 형태와 일본의 기모노 소매

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본 전통 신발과

유사한 디자인의 슈즈를 착용하여 민속적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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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데이비드 보위의 복식에 나타난 글램의 특성은 개

별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비드 보

위라는 문화 아이콘의 복식에서 접근하여 글램 패션

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추후 새로운 문화 아이콘의

발생으로 유행할 패션의 방향을 예측하는 자료를 마

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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