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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al aspects of the power 

shoulder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tterns observed from the lat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method of study was through review of papers as well as 

phenomenological approaches. Books,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and dissertations 

were studied as part of the paper review. Phenomenological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pictures from late 20th to present; and categorized by 10 year time span i. 

e., 1980-1990, and 2002-2012. Hundred representative fashion photos were selecte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power shoulder found in late 20 centuries was largely limited 
to horizontal and diagonal shape, addressed mainly to the jackets; while they were straight, 

and wide shouldered, with emphasis on masculine style. On the other hand, in early 21 

century, the power shoulder was applied in various forms of straight, diagonal, circular and 

ornamental with objects, not only to the jackets, but also to feminine styles such as 

one-piece dress, vest, and blouse. This finding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odern people desire newer trends and women tend to show off their ability in 
transcending those of men. The findings of analysis of the transitional aspects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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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의의와 목적1. 

세기 후반부터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션의 다양  20

화 경향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요소들이 공‧
존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시대적 공간, 

적 경계선이 없고 서로 병행하며 포용하는 연장선상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Kim & Bae, 2015). 

거 양식이 재현될 때에는 과거 형태의 재현이 아니

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정서와 시대적 배경에 

맞게 재조명된 새로운 모습의 복고스타일이 등장하

게 된다. 

파워 숄더 룩은 세기 중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하  20

여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유행하고 있다 세기에. 21

도 년 발망 을 시작으로 년 돌체 2005 (Balmain) 2006

앤 가바나 년 마크 제이콥(Dolce & Gabbana), 2008

스 등 여러 디자이너의 패션쇼에서 (Marc Jacobs) 

파워 숄더 룩이 등장했으며 년 파워 숄더 재킷, 2009

을 디자인한 발망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데카르넹

은 발망 효과(Christophe Decarnin) ‘ (Balman 

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Effect)’(Lee & Kim, 2011) 

정도로 패션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발망은 뾰족하게 솟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 속이   

빈 삼각형 패드를 이용하여 어깨를 위로 올려 예리

하게 디자인 하였고 니나 리찌 는 끝을 , (Nina Ricci)

야구공이 들어 있는 것처럼 둥글게 굴려 발망과는 

다른 파워 숄더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또한 지방시. 

와 프란세스코 스코그나미글리오(Givenchy)

는 어깨에 러플 장식을 (Francesco Scognamiglio)

더하거나 재킷의 라펠을 크게 하여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을 발표하였으며 마크 제이콥스는 패드를 사, 

용하지 않고 입체 재단으로 삼각형 모양의 파워 숄

더를 만들었고 돌체 앤 가바나와 루이 비통, (Louis

은 애드벌룬 모양의 파워 숄더를 제시하였다Vuitton)

(Lee & Choi, 2011).

이와 같이 세기 초반에 재등장한 파워 숄더는   21

과거 세기 후반의 파워 숄더를 조형적인 면에서 20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이는 문화적 복합성을 반영하는 그 시대의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 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 

회는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다양한 예술양식과 문화

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고 현대 패션 역시 정치, , 

문화 종교 가치관 예술 등을 반영하여 여러 요소, , , 

들이 혼재된 가시적 표현물로써 패션의 트렌드는 과

거보다 세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Namgung, 

2012).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파워 숄더의 패턴 연구  , 

파워 숄더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파워 숄더의 , 

사회문화적 연구 파워 숄더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로 나눠 볼 수 있다 파워 숄더의 패턴 연구로 . Y. 

은 파워 숄더 패턴의 구조를 연구하였고Kim(2010) , 

는 어깨각도에 따른 파워 숄더 Lee and Choi(2011)

패턴제작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는 . J. Lee(2011)

파워 숄더 재킷에 적용된 Crescent Shaped Sleeve

의 패턴 제도법을 연구 하였으며 는 , S. Lee(2012)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어깨 높이와 어깨 

넓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고찰하였

고, Park and Lee (2013)는 파워 숄더 룩 재킷의 

어깨 각도에 따른 패턴전개방법을 연구하였다 파워 . 

숄더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Lee and 

은 어깨의 각도와 넓이 변화에 따른 재킷Kim(2009)

의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평가

하였고, Namgung 은 파워 숄더의 조형적 특(2012)

성과 미적 가치와의 연관성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파워 숄더의 사회문화적 연구로 . 

은 파워드레싱으로 자기표현을 하는데 Jeong(2013)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형, 

shoulder in this thesis might contribute as basic resources for anticipating the trends that 

might be revived in the future.

Keywords 파워 숄더 파워 슈트 세기   : power shoulder( ), power suit( ), 20th century fashion(20

패션 세기 패션            ), 21th century fashio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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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표현되는지 고찰하였고, Yoon and Yim(2012)

은 미국과 한국 페미니즘 영화에 나타난 파워 슈트

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비교하였다 파워 숄더의 디. 

자인에 관한 연구로 는 파워 숄더 재킷J. Kim(2011)

의 디자인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및 최근 컬렉션

에 나타난 파워 슈트 스타일의 이미지 분석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러나 파워 숄더가 처음으로 등장한 . 

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파워 숄더 형태 20

변화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 후반부터 현재까  20

지 나타난 파워 숄더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변화 양‧
상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또 다시 리, 

바이벌될 파워 숄더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으로 국내 외 복식사 관련 서  , ‧
적과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중심으로 파워 숄더에 , 

관해 고찰하였다 사진 자료의 선정은 박사과정 이. 

상의 전문가 집단 인이 국내 외 패션 관련 서적과 3 ‧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집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인 스타일닷컴 삼성디자인넷(www.style.com), 

엘르(www.samsungdesign.net), (www.elle.co.kr) 

등을 통해 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파워 숄더가 20

잘 나타난 복식사 관련 서적과 컬렉션을 중심으로 

세기 후반 년 년 과 세기 초반20 (1980 -1990 ) 21 (2002

년 년 각 점씩 총 점의 사진 자료를 -2012 ) 100 200

선정 분류하였다 선정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장에. Ⅲ‧
서 파워 숄더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형태 분석은 . Y. 

은 파워 룩과 숄더 패턴구조에 의한 형태 Kim(2010)

분석을 위해 파워 숄더 형태를 직선형 사선형 원형· · ·

결합형으로 나누어 패턴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와 . 

같은 선행 연구자의 논문을 근거로 하여 파워 숄더, 

는 어깨의 각도와 넓이에 의해 다양한 파워 숄더의 

형태가 형성되므로 선정된 도판을 박사과정 이상의 , 

전문가 집단 인과 함께 파워 숄더의 형태 별로 수3

평형 사선형 어깨선을 수평선으로 했을 때 파워 숄, ( , 

더의 끝부분이 수평선 위쪽으로 이상 위로 향하10〫

면 상향 수평선 아래쪽으로 이상 아래로 향하면 , 10〫

하향 원형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으로 나누어 형), , 

태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파워 숄더가 유행하였던 시  

기를 중심으로 세기 후반은 년부터 년20 1980 1990

까지 세기 초반은 년부터 년까지 각 , 21 2002 2012

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대패션에 10 . 

나타난 파워 숄더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파워 숄더의 형성배경II. 

파워 숄더의 개념  1. 

파워 숄더는 큰 것이 아름답다 는 심미적인 원천  ‘ ’

을 지닌 맥시멀리즘의 하나로 특히 상체를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맥시멀리즘 이란 가장 효과적인 . “ ” ‘

완전한 최고의 최대한의 극대의 의 뜻을 지[ ]’, ‘ ’, ‘ ’, ‘ ’

녀 미니멀 의 반대어가 되는 형용사 맥시‘ (minimal)’ ‘

멀 에 명사의 학설 이즘 을 뜻(maximal)’ , , (doctrine)

하는 접미사 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ism’ (E. Park, 

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파워 숄더 역시 맥2008). 20

시멀리즘 중 하나로 변화의 다양성과 발상의 전환에

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워 숄더란 와 의 합성어로 여  ‘power’ ‘shoulder’

기서 파워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재

능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 

와 힘을 뜻하며 숄더는 예로부터 인간의 위엄과 능, 

력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로 여겨졌다 특히 남성의 . 

어깨는 여성보다 훨씬 넓고 두꺼우며 넓은 어깨는 ,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보다 남. 

성다운 자태를 보이고 싶을 경우 어깨를 확장하고 

장식을 부착하는 등 인위적인 어깨의 과장이 나타났

다 파워 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Oh, 2000). ‘ ’

미처럼 파워 숄더는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년대80 ,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입었던 슈트에 패드를 넣어 각이 지게 만든 어깨의 

특징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다(Y. Kim, 2010). 

즉 파워 숄더란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적하여 여성, 

들이 어깨를 부풀림으로써 신장된 여성의 힘과 능, 

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과장한 어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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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 

그 시대의 흐름이 강조되는 경향과 과거의 기억을 

찾는 복고적 성향이 문화 예술 분야에 두드러지게 ‧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으로 살펴볼 때 복고현상이 . 

정립된 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의 복고스타일은 1980

당시의 시대 취향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쳤지만, 

그 후에는 단순히 한 시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

에 대한 복고적 성향이 다중적 절충적으로 혼합되, 

어 나타났다(S. Lee, 2012).

파워 숄더 룩의 시작은 제 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2

들이 보다 남성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 위한 방

편으로 밀리터리룩의 형태로 나타났다 년에는 . 1966

입 생 로랑 이 남성의 턱시도를 (Yves Saint Laurent)

개혁하여 바지 정장으로 선보인 르 스모킹‘ (Le 

을 통해 여성의 파워 숄더 룩을 표현하였Smoking)’

다 또한 년대 후반에는 모델이자 (David, 2000). 1970

가수인 그레이스 존스 가 에 (Grace Jones) Figure 1

제시된 것과 같이 짧은 커트 머리를 하고 블랙의 피

부 톤에 가까운 립스틱을 발라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Figure 1.
Masculine and Neutral Appearance 

of Grace Jones in the 1970s

- www.google.co.kr

Figure 2.
TV Series Showed the Typical 

Power Dressing of the 1980s 

‘DYNASTY’

- Fashion, Talk the culture, 
p.254

Figure 3.
Donna Karan‘s

Power Shoulder Look,

1980s

-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252

강렬한 외모로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년대. 1980

는 미국 시리즈 가 히트 치면서 어깨TV ‘DYNASTY’

를 강조한 룩이 유행하여 에 제시된 것과 Figure 2

같은 파워 숄더 룩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 후. , 

미국 디자이너 도나 카란 은 (Donna Karan) Figure 3

에 제시된 것과 같은 직장 여성들을 위한 파워 숄더 

룩으로 인기를 끌기도 하였으며 남(S. Lee, 2012), 

성복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여성복의 새로운 장을 연 

디자이너 발망이나 마크 제이콥스 등 많은 디자이너

들이 파워 숄더 룩을 차례로 발표 하였다.

파워 숄더 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  2. 

세기 후반 년 년  1) 20 (1980 -1990 )

세기 후반은 패션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나   20

주제가 복합되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이 다양

하게 표출된 시기이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 

지구상의 물리적 거리는 의미를 잃어 갔다(Lee &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과거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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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보다 와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졌으며TV , 

사회적으로 성공한 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

킨 드라마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TV 

해 지면서 남성복에 여성성을 더한 파워 숄더 룩이 

유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장으로 감각적이고 개성. 

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패션이 다양화 ,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Geum et al., 2000). 

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여성이 사  1960

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증가했으며, 

년대는 청소년들이 문화 창조의 주체로 패1960-70

션의 리더였다면 년대는 직장 여성들이 새, 1980-90

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되었던 시기였다 직장을 . 

가진 여성들의 향상된 지위를 년대 남성들은 1980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여성, 

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 

남성의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며 심지어 남성을 뛰어, 

넘으며 그들의 권력을 복식으로 표현하였다 성공을 . 

위한 파워 숄더 룩은 여성의 권력을 상징하였으며, 

짙은 색 테일러드 슈트와 깔끔한 블라우스 각진 어, 

깨 라인의 특성을 지닌 이 스타일은 성공한 비즈니

스 우먼들의 유니폼으로 착용되었다(Lee & Park, 

2011).

Figure 4.

Armani’s Power

Shoulder Jacket, 1983

- Fashion, Talk the culture, 

p.262

Figure 5.

Armani’s Power

Shoulder Jacket, 1984

- A history of the costume in 
the west, p.334

Figure 6.

Power Shoulder Look, 

1987 F/W Giorgio Armani 

- Fashion 1900-2010, p.325

세기 후반 중 년대 초중반에 나타난 파워   20 1980 ․
숄더 룩의 특징은 남성성이 강했으나 년대 후, 1980

반으로 들어서면서 어깨에 넣은 패드의 두께가 얇아

졌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곡선미가 가미되어 여성스

러움이 강조되었다(Geum et al., 2000). Figure 4, 

은 해외의 예이고 는 국내의 예5, 6, 7 , Figure 8, 9

이다 은 년대 초중반에 나타난 . Figure 4, 5, 8 1980 ․
파워 숄더 룩으로 남성성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는 년대 후반에 나타난 , Figure 6, 7, 9 1980

파워 숄더 룩으로 전체적으로 여성의 곡선미가 가미

되어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의 예 모두 파워 숄더 형태Figure 4, 5, 6, 7, 8, 9

는 모두 동일하게 옆으로 확장된 수평형을 보여준

다.

이처럼 세기 후반에 나타난  20 파워 숄더는  1980

년대 초중반에․ 남성성이 강했던 것에서 점차 후반 

으로 갈수록 여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 

여성스러움도 하나의 파워로 인식함으로써 오게 된 

변화로 보여진다 또한 파워 숄더는 . 사회적으로 남

성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했던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되어 직선적이면서도 평면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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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wer Shoulder Look, 

1987 S/S

Christian Dior

- Fashion, Talk the culture, p.260

Figure 8.

Power Shoulder

Look, 1985

- Fashion 1900-2010, p.343

Figure 9.

Power Shoulder

Look, 1987

- Fashion 1900-2010, p.343

세기 초반 년 년  2) 21 (2002 -2012 )

세기 초반에 나타난 파워 숄더는 극대지향 최  21 , 

대지향을 표방하는 맥시멀리즘의 일종으로 새롭게 

부각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와 여러 아이템의 적용, 

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제시

되었다(Namgung, 2012) 이러한 파워 숄더가 세. 21

기 초반에 다시 나타나게 된 배경은 급속도로 변화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

회적 불안감 하이테크의 발전 다문화주의의 팽배, , , 

초자유주의의 추구와 여성의 파워가 사회적 트렌드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Yang, 2012).

세기 초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21 , 

방법 중 하나가 파워 숄더 룩이라고 할 수 있다 파. 

워 숄더 룩은 발망 이외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

해 발표 되었으며 대중매체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 

작하여 스트리트 패션에까지 확산되었다(Jeong, 

이러한 대중매체 중 대표적인 것은 국내의 2013). 

경우 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타일 과 , 2009 SBS ‘ ’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이며 국외의 경우 KBS2 ‘ ’ , 

미국 드라마 가십 걸 을 들 수 있다 이 드CWTV ‘ ’ . 

라마들은 모두 파워 숄더 룩의 확산에 크게 기여 하

였다 은 드라마 스타일 의 여주인공이 착. Figure 10 ‘ ’

용한 파워 숄더 원피스이며 은 드라마 , Figure 11

아가씨를 부탁해 의 여주인공이 착용한 파워 숄더 ‘ ’

재킷이고 는 드라마 가십 걸 의 여주인공, Figure 12 ‘ ’

이 착용한 파워 숄더 재킷을 보여준다 이 여주인공. 

들의 공통점은 파워 숄더 스타일을 통해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하게 부각시킨 점이다.

세기 초반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특징은   21 1980

년대에 비해 형태 소재 컬러 등이 다양하게 나타, , 

났다 과거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단일한 디자인의 . 

파워 숄더 형태는 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형태로 21

제시되었다. 은 장 폴 고티에Figure 13 2010 F/W 

의 수평형의 파워 숄더 룩이며(Jean Paul Gaultier) , 

는 니나 리찌의 사선형의 파워 Figure 14 2009 F/W 

숄더 룩이다 또한 는 돌체 앤 가바나의 . Figure 15

원형의 파워 숄더 룩이고 은 돌체 엔 가, Figure 16

바나의 러플 장식이 어깨에 장식된 장식형의 파워 

숄더 룩이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다문화시대의 소  

비자들은 세분화된 하위집단들 간 또는 하위 집단 

내에서 조차도 패션의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 개성, 

화 전문화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타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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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ower Shoulder One-Piece

in the Drama 'Style'

- www.google.co.kr

Figure 11.

Power Shoulder Jacket

in the Drama 'Please a Girl'

- www.google.co.kr

Figure 12.

Power Shoulder Jacket

in the Drama 'Gossipgirl'

- www.google.co.kr 

Figure 13.

Power Shoulder Look,

2010 F/W
Jean Paul Gaultier

- www.style.com

Figure 14.

Power Shoulder Look,

2009 F/W
Nina Ricci

- www.style.com 

Figure 15.

Power Shoulder 

Look, 2009 F/W
Dolce & Gabbana

- www.style.com

Figure 16.

Power Shoulder Look,

2009 F/W
Dolce & Gabbana

- www.style.com

이미지 등을 요구 함으로써 세(Kim & Lee, 2011) 21

기에 파워 숄더 룩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변형을 제

시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형태III.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파워 숄더의 변화 과  Ⅲ

정을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형태

를 분석하였다 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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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requency of Power Shoulder Shape from 1980 to 1990 and from 2002 to 2012

점의 도판을 중심으로 세기 후반 년 200 20 (1980

년 과 세기 초반 년 년 파워 숄-1990 ) 21 (2002 -2012 ) 

더의 형태별 빈도를 제시한 그래프이다.

에서 확연히 비교되는 것처럼 년부  Figure 17 1980

터 년 사이의 파워 숄더는  수평형이 로 1990 94%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년부터 년 사, 2002 2012

이의 파워 숄더는 원형 사선형 수평형(34%)> (31%)>

장식형 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27%)> (8%)

알 수 있다.

수평형  1.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1980 2012

도판 점을 분석한 결과 에 제시된 바200 , Figure 14

와 같이 년부터 년 사이는 점 으1980 1990 94 (94%)

로 년부터 년 사이는 점 으로 나, 2002 2012 27 (27%)

타났다.

년부터 년 사이의 대표적인 수평형 파워   1980 1990

숄더는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Figure 18, 19, 20

적으로 딱딱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

었다 년대 초반에 나타난 는 재. 1980 Figure 18, 19

킷의 품이 여유 있고 직선적인 실루엣이므로 1980

년대 후반에 나타난 에 비해 더 남성적 이Figure 20

미지가 강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부터 년 사이의 대표적인 수평형의 파  2002 2012

워 숄더는 에 제시된 바와 같으Figure 21, 22, 23

며 년대 후반의 파워 숄더의 형식을 유지하면, 1980

서도 길이와 맞음새에 변화를 주어 년대 후반 1980

보다 부드럽고 다양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사선형 상향 하향  2. ( , )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1980 2012

도판 중 사선형은 년부터 년 사이는 점1980 1990 6

년부터 년 사이는 점 으로 (6%), 2002 2012 31 (31%)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사선형을 상향의 사선형과 . 

하향의 사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나 년, 1980

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사선형의 파워 숄더는 1990

모두 상향의 사선형으로만 나타났으나 년부터 , 2002

년 사이에는 상향의 사선형과 하향의 사선형이 2012

모두 나타났으며 점 중 상향이 점 하향 , 31 22 (22%), 

점 으로 나타났다9 (9%) .

  년부터 년 사이의 대표적인 사선형 중 1980 1990

상향의 파워 숄더는 에 제시된 바와 Figure 24, 25

같이 수평형에 비해 더 강하고 개성 있게 표현되었

다 년부터 년 사이의 대표적인 사선형의 . 2002 2012

파워 숄더는 에 제시된 바와 Figure 26, 27, 28, 29

같으며 사선의 방향에 따라 상향 하향으로 분류 , , 

할 수 있다 사선형 중 에 제시된 상. Figure 26, 27

향의 파워 숄더는 보다 날렵한 이미지로 표현되었

고 에 제시된 하향의 파워 숄더는 단, Figure 28, 29

정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는 파워 숄더 사선의 . 

방향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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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1980

- A history of the costume 
in the west, p.261

Figure 19.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1983 F/W Anne Marie Beretta

- Fashion, Talk the culture, p.261

Figure 20.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1987 F/W Giorgio Armani 

- www.samsungdesign.net

Figure 21.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Jean Paul Gaultier

- www.style.com

Figure 22.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Jean Paul Gaultier

- www.style.com

Figure 23.

Horizo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Marc Jacobs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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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iagonal Shape(Upward)

Power Shoulder Look,

1987 F/W

Yves Saint Laurent

- www.samsungdesign.net

Figure 25.
Diagonal Shape(Upward)

Power Shoulder Look,

1987 F/W Thierry Mugler 

-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228

Figure 26.
Diagonal Shape(Upward) 

Power Shoulder Look, 

2009 F/W Givenchy

- www.style.com

Figure 27.

Diagonal Shape(Upward)

Power Shoulder Look,

2010 F/W Balmain

- www.style.com

Figure 28.

Diagonal Shape(Downward) 

Power Shoulder Look,

2009 F/W Saint Laurent

- www.style.com

Figure 29.

Diagonal Shape(Downward) 

Power Shoulder Look,

2009 F/W Marc Jacobs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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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3.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1980 2012

도판을 분석한 결과 년부터 년 사이에는 , 1980 1990

원형의 파워 숄더가 나타나지 않았고 년부터 , 2002

년 사이에만 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2012 34 (34%) .

  원형의 파워 숄더는 년부터 년 사이에 2002 2012

가장 많이 나타난 파워 숄더로 다른 파워 숄더에 , 

비해 여성스러운 스타일에 주로 활용되었다 원형의 . 

파워 숄더는 에 제시된 것처Figure 30, 31, 32, 33

럼 어깨에 주름을 잡거나 패드를 넣어 표현하는 , ,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은 어깨에 주름. Figure 30, 31

을 잡아 표현한 방법으로 여성스러우면서 발랄한 이

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은 어깨에 패드, Figure 32, 33

를 넣어 표현한 방법으로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나

타났다.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  4. 

Figure 30.

Round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Dolce & Gabbana

- www.style.com

Figure 31.

Round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Dolce & Gabbana

- www.style.co

Figure 32.

Round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8 S/S Balenciaga

- www.style.com 

Figure 33.

Round Shape

Power Shoulder Look,

2010 F/W Lanvin

- www.style.com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의   1980 2012

도판 중 년부터 년 사이에는 오브제를 사1980 1990

용한 장식형의 파워 숄더가 나타나지 않았고, 2002

년부터 년 사이에만 점 으로 나타났다2012 8 (8%) .  

장식형의 파워 숄더는 에 제시  Figure 34, 35, 36

된 것과 같이 패드로 어깨를 강조하기 보다는 동질 , 

소재 혹은 이질 소재를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 하거

나 이질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하는 ,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는 원피스에 사용한 . Figure 34

동일 소재를 잘게 잘라 동그란 꽃모양을 만들어 어

깨에 장식하여 파워 숄더를 표현하였다 또한 . 

은 이질적인 오브제를 사용한 경우로Figure 35, 36 , 

는 검정색의 벨벳으로 둥글고 과장되게 어Figure 35

깨를 장식하였고 은 메탈릭한 로프를 어, Figure 36

깨 부분에 감아 파워 숄더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오. 

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의 파워 숄더는 어떤 오브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졌으며 이는 개성, 

이 중요시되는 세기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21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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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Orname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8 S/S Balenciaga

- www.style.com

Figure 35

Orname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10 F/W Jean Paul Gaultier

- www.style.com

Figure 36.

Ornamental Shape

Power Shoulder Look,

2009 F/W Karl Lagerfeld

- www.style.com

파워 숄더의 형태 변화 분석. Ⅳ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파워 숄더의 형태를   Ⅳ

토대로 년 년과 년 년에 나타난 1980 -1990 2002 -2012

파워 숄더를 비교 분석하였다.‧
파워 숄더는 년부터 년 사이에는 수평형  1980 1990

과 사선형만 나타났으나 년부터 년 사이, 2002 2012

에는 수평형 사선형 뿐만 아니라 원형 오브제를 , , 

사용한 장식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빈도는 . 

년 년에는 수평형 사선형의 순으로 나타1980 -1990 >

났으나 년 년에는 원형 사선형 수평형, 2002 -2012 > > >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결과는 개성이 중요시되는 세기의 흐름에 맞게 다21

양한 형태의 파워 숄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년부터 년 사이와 년부터 년   1980 1990 2002 2012

사이에 모두 나타난 수평형을 비교 해 보면 수평형, 

은 년부터 년 사이에 이어 년부터 1980 1990 2002

년 사이에도 꾸준히 나타났으며 모두 전형적인 2012 , 

파워 숄더의 딱딱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

다 그러나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1980 1990

숄더가 남성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였고 년부터 , 2002

년 사이로 갈수록 점차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2012

지로 변화되었다 사선형은 년부터 년 사. 1980 1990

이에는 상향의 사선형만 나타났으나 년부터 , 2002

년 사이에는 상향의 사선형 뿐만 아니라 하향2012

의 사선형도 나타났다 상향의 파워 숄더는 날렵한 . 

이미지로 하향의 파워 숄더는 단정한 이미지로 표, 

현되었는데 이는 파워 숄더 사선의 방향에 따라 이, 

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년부터 년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80 1990 , 

년부터 년 사이에만 나타난 파워 숄더의 2002 2012

형태는 원형과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이 있다 원. 

형의 파워 숄더는 년부터 년 사이에 가장 2002 2012

많이 나타난 파워 숄더의 형태이며 어깨에 주름을 , 

잡거나 패드를 넣어 파워 숄더의 형태를 표현하였, 

다 장식형은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인 오브제를 사용. 

하여 파워 숄더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어떤 오브, 

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기 후반 년. 20 (1980 -1990)

에 이어 세기 패션의 다양화 경향이 파워 숄더 형21

태의 다양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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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는   1980 1990

대부분 재킷을 중심으로만 나타났으며 다른 아이템, 

에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년부터 년 사이, 2002 2012

에 나타난 파워 숄더는 재킷뿐만 아니라 베스트 블, 

라우스 원피스 등의 아이템에도 다양하게 나타났고, , 

파워 숄더의 어깨 각도 넓이 등도 다양하게 나타났, 

다 또한 파워 숄더의 여러 아이템의 적용으로 새로. 

움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러. 

Shape of 

Power 

shoulder

1980-1990 2002-2012

Characteristics
Frequency

(%)
Image Characteristics

Frequency

(%)
Image

Horizontal 

shape

 - Strong masculine 

    image

 - Gradually 

   changed to

   feminine image 

94

 - Feminine image

   compare to 20th  

   century

27

Diagonal 

shape

 - Only upward

   appeared

 - Strong and      

   individual image

6

 - Upward and  

   downward   

   appeared

 - Upward: smart 

    image

 - Downward: neat

    image

31

Round

shape
None 0 None

 - Highest frequency 

   in 21st century 

 - Feminine image

34

Ornamental

shape
None 0 None

 - Same or different 

   material used for 

   power shoulder

 - Diverse object 

    used for power

    shoulder

 - Diverse image

8

Table 1. Comparative Power Shoulder Shapes between 1980 to 1990 and 2002 to 2012

한 파워 숄더가 등장한 사회적 배경은 현대인들이 

새롭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패션에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 

남성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패션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은 . Table 1

년 년과 년 년의 파워 숄더의 1980 -1990 2002 -2012

형태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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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현대 사회는 여러 인종이 어울려져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다양한 예술양식

과 문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패션 역. 

시 정치 문화 종교 가치관 예술 등을 반영하여 , , , , 

여러 요소들이 혼재된 가시적 표현물로서 패션의 경

향은 과거보다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항상 ,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계속 새로

운 트렌드를 부추기고 있다.

년부터 년 사이의 파워 숄더는 년  2002 2012 1980

부터 년 사이의 파워 숄더가 세기를 살아가1990 21

는 이들의 정서와 시대적 배경에 어울리게 재조명된 

새로운 스타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 

형적인 면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

다 이는 문화적 복합성을 반영하는 그 시대의 대중 . 

심리를 반영한 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파  1980

워 숄더 형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세기 후20

반 년 년 과 세기 초반 년 년(1980 -1990 ) 21 (2002 -2012 )

에 나타난 파워 숄더에 관한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 

토대로 년부터 년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1980 2012

더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
이 결과 년부터 년 사이, 1980 1990 에는 수평형과 사

선형 중 상향의 사선형만 나타났으며, 년부터 2002

년 사이2012 에는 수평형 사선형 상향의 사선형뿐만 , (

아니라 하향의 사선형도 나타남 원형 오브제를 사), , 

용한 장식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수평형의 파워 숄더는   , 년부터 년 1980 1990

사이에 이어 년부터 년 사이2002 2012 에도 꾸준히 

나타난 형태이다. 년부터 년 사이1980 1990 에 나타

난 수평형의 파워 숄더는 전형적인 파워 숄더의 형

태로 딱딱하고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년부2002

터 년 사이2012 로 갈수록 점차 부드러운 여성의 이

미지로 변화하였다 이는 . 여성스러움도 하나의 파워

로 인식함으로써 오게 된 변화로 보이며, 남성과 같 

은 사회적 지위와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려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둘째 사선형의 파워 숄더는   , 년부터 년 1980 1990

사이에는 상향의 사선형만, 년부터 년 사2002 2012

이에는 상향의 사선형과 하향의 사선형이 모두 나타

났다. 년부터 년 사이1980 1990 에 나타난 상향의 사

선형은 수평형에 비해 더 강하고 개성 있게 표현되

었고, 년부터 년 사이2002 2012 에 나타난 상향의 사

선형은 날렵한 이미지로 하향의 사선형은 단정한 이

미지로 표현되었다 이는 파워 숄더 사선의 방향에 .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 년부터 년 사이1980 1990 에는 나타나지 않

은 원형과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의 파워 숄더를 

살펴보면 원형의 파워 숄더는 , 년부터 년 2002 2012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로 여성스러운 스타일

에 주로 활용 되었으며 어깨에 주름을 잡거나 패, , 

드를 넣어 표현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어깨에 . 

주름 잡아 표현한 원형의 파워 숄더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어깨에 패드를 넣어 표현한 , 

원형의 파워 숄더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되었

다 오브제를 사용한 장식형의 파워 숄더는 다른 형. 

태의 파워 숄더와는 달리 동질 소재 혹은 이질 소재

를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하거나 이질적인 오브제를 ,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 

오브제를 사용하여 어깨를 과장하느냐에 따라 다양

한 이미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워 숄더가 적용된 아이템에 있어서도 차이  

가 있었는데, 년부터 년 사이1980 1990 의 파워 숄더

는 재킷을 중심으로만 나타난 반면, 년부터 2002

년 사이2012 에는 재킷뿐만 아니라 베스트 블라우, 

스 원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도 나타났으며 여, , 

러 아이템의 적용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적 디

자인이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 년부터 년 2002 2012

사이에 나타난 파워 숄더는 년부터 년 사1980 1990

이에 비해 파워 숄더의 어깨 각도 넓이 등도 다양, 

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파워 숄더가 . 

등장한 사회적 배경에는 항상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개성이 강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

며 더 나아가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능, 

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패션에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다시 리바이벌될 파워 

숄더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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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 

파워 숄더 뿐만 아니라 년대부터 현재까지 나1980

타난 파워 슈트의 전체적인 비례 및 형태 비교에 관

한 연구도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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