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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ses of IMF 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to discuss power dressing characteristics represented in the fashion style of 

women political leaders. Study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ristine Lagarde’s Political Leadership formation and the power dressing of 

women political lead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overnor Christine 

Lagarde’s fashion styles worn at formal events were summarized into suits, bags, scarves 

and jewelry. Clothing type was found to be  98% suits, 5% dress with the colors black, 

gray and white being worn the most, 84% were achromatic, blue tones and vivid tones 

were about 16%. Faborite accessories included scarves, jewelry and luxury bags. Scarves 

were higher frequency utilization at 51% of the total wear. Second, characteristics of 

power-dressing appearring as fashion styles were summarized as wealthy, honorable, 

having political power, being, charismatic or, feminine. Luxury suite luxury brands holds a 

sense of power with many believing they wealth, honor and charisma. Luxury bags, V-zone 

ornaments of scarves and, jewelry are items of power that people often wear in order to 

charisma and a symbol of power. They are also, us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portraying confidence and leadership as IMF governors.

Keywords 파워 드레싱 패션 스타일: power dressing( ), fashion style( ), IMF 총재managing(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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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 목적 및 의의  1. 

여성의 활약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사회적 

역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세계 여성 지도자의 스타

일은 매스컴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중에게 강하

게 인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여성 정치 리더들의 . 

패션 스타일은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파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면서 정

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패션 파워의 담론을 확대 시, 

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 

여성 정치 리더의 스타일에 관한 사례 분석과 영향

력에 대한 연구는 패션과 정치 및 사회학적 융합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으로 선택한 국제통화기  IMF(

금 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는 ) (Christine Lagarde)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재로 포브스 가 IMF (Forbes)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에 년' ' 2011

부터 꾸준히 선정되어 년에는 위에 오른 영향2015 5

력 있는 여성 정치 리더이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을 패션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패셔니스타로 보그 지의 표지모델(Vogue)

과  베니티 페어 의 베스트 드레서에 선(Vanity Fair)

정되는 등 패션 스타일에 있어 자신만의 개성과 철

학을 보이며 국제통화기금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파

워를 패션으로 풀어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패션 스타일은 심플한 명품   

슈트에 화려한 스카프와 쥬얼리로 이어지는 힘 있는 

존 장신구의 연출을 통해 카리스마와 여성성을 강V

조하고 있으며 에르메스 벌킨 백, (Hermes Birkin 

과 켈리 백 등의 커다란 명bag) (Hermes Kelly bag) 

품 백을 통해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라가르드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 H. Park(2012)

은 지나치게 우아하고 대중과는 괴리된 상류층의 복

장으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함으로써 라가르의 

스타일은 자신의 태도와 내면이 반영된 자신감이 충

만한 파워 드레싱 으로 불리고 있다(power dressing)

고 하였다 세계 경제 수장으로서의 힘을 가시화하. 

는 도구로 패션을 활용하는 라가르드 총재의 파워 

드레싱 전략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

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패

션 전문가들과 정치 이미지 전략가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IMF

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

난 파워 드레싱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복식사적으

로는 여성 정치 리더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파워 드

레싱 특성의 변화와 트랜드를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장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패션이 정치적 리더십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적 여성 리더의 리더. 

십 역량을 투사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미지 창출

의 전략적 도구로서 패션의 의미를 규명하고 패션이 

갖는 정치 사회적 현상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패션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는 정치 리더와 전략가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2. 

본 연구는 여성 리더의 패션 스타일에 표현된 파  

워 드레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 총재인 크IMF

리스틴 라가르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이론적 연구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정  , 

치 리더십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녀

의 사회적 위치와 파워를 조명하였으며 여성 정치, 

인의 리더십 파워를 나타내는 외재적 단서로서의 파

워 드레싱 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례분석에서 

파워 드레싱에 대해 논의할 준거의 틀을 제시하였

다.  

둘째 실증적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의 대상인 크  , 

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재임기간 년 년(2011 ~2015 ) 

중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공식행사인 IMF ‘G20 

과 Summit’ ‘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참석 시 착용한 패션 스타일Financi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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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식의 구성요소인 의상 패션소품 장신구로 나, , 

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 스타일에   , 

나타난 파워 드레싱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 , 

정치리더의 파워 드레싱 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된 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는 슈트의 형태 패션 , 

소품 장신구에 나타난 파워 드레싱의 특성에 대해 ,  

논의하였다. 

사례분석 방법은 출판물과 데이터베이  ProQuest 

스를 이용한 저널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 분

석 방법을 사용 했으며 분석 기간은 총재로서 , IMF 

주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년부터 년까지2011 2015

를 분석 시기로 설정 하였다.

분석자료는 홈페이지 와   IMF (http://www.imf.org)

구글((http://www.google.co.kr), getty image 

에서 관련된 사진을 (http://www.gettyimage.com)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론적 배경 II. 

  1.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정치리더십 형성과정

국제통화기금 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IMF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집행부를 이끄는 최초의 IMF 

여성 총재로서 우리사회의 유리천장을 깬 독보적인 

경력의 여성 리더이다 그는 미국 로펌인 베이커 . & 

매킨지 의 첫 여성 회장 겸 (Baker & McKenzie)

프랑스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 의 첫 여CEO, , G8

성 재무장관 사상 첫 여성 총재 등 세계의 첫 , IMF ‘

여성 이라는 수식어를 다수 갖고 있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년 월 일 프랑스 파  1956 1 1

리에서 영어 교수인 아버지 로베르 라루에트(Robert 

와 라틴어 교사인 어머니 니콜 카르Lallouette)

사이에서 태어나 열린 교육을 받으(Nicole Carre) 

며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할 언어적 재능을 갖추었

다 대 시절에는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로 . 10

활동하면서 프랑스 챔피언쉽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으며 현재까지 요가와 , 

헬스 자전거 등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리더의 자질과 태도를 유지해 오

고 있다.

라가르드가 정치적 감각을 갖게 된 첫 경험은   

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타의 홀틈암스1974

학교에서의 유학 시절 중 공화당 소(Holteum Arms)

속 윌리엄 코언 의원의 보좌관 인턴으로 일하면서 

시작 되었다 그 후 파리 대학에서 영어와 노동법. 10

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사회법 고등디플로마 석사를 (

마친 뒤 년간 더 공부해 받는 프랑스 특유의 학위1 )

과정을 마친 후 액상 프로방스 의 (Aix-en-Provence)

정치연구소 에서 정치학 (Institut d'etudes politiques)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년 미국 로펌 베이커 매킨지의 프랑스 지  1981 & 

사에 변호사로 입사한 라가르드는 실력을 인정받아 

년 만에 파트너가 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하며 6

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 하였다1999 . 

를 역임하는 동안 회사 매출을 까지 올리며 CEO 50%

능력을 인정받게된 라가르드는 년 월스트리트 2002

저널 에서 선정하는 유럽에서 (Wall Street Journal) ‘

가장 힘 있는 여성 위에 랭킹 되었다’ 5 (Kwon, 

2015). 

이러한 치적으로 라가르드는 쟈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훈(Jacques Chirac) 

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egion 

을 수여받았으며 년에는 통상 장관d'honneur) , 2005

으로 (ministre deleguee au Commerce exterieur)

전격 발탁되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Nicolas 

대통령 정부시절에는 년 월 한 달 간 Sarkozy) 2007 5

농수산부 장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 

에 기용되었으며 년 월부터 년 Peche) , 2007 6 2011 6

월까지 재무장관 (Ministre de l'Economie, de 

에 취임되었다 프랑스와 l'Industrie et de l'Emploi) . 

에서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에 임명된 라가르드G8

는 프랑스의 경제통으로서 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

가운데서 프랑스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라가르드의 정치적 리더십 능력은 유럽의 재정위  

기 상황에서 각 국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뛰어난 협

상력을 발휘함으로써 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2009

가 선정한 유로존 최고 재무장관(Financial T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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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정되는 업적을 이루었다(“Christine Lagarde 

협상awarded European finance minister,” 2009) 

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라가르드의 정치적 역량은 

년 월 스캔들로 사임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2011 6

칸의 후임으로 년 임기의 대 총재에 만장일5 11 IMF 

치로 선출 되는 동력이 되었으며 년 월에 선, 2016 2

출된 대 총재에 재임 되었다12 . 

는 국제금융체계 감독을 위임 받은 국제기구  IMF

로 년 월 일 유엔 금융 재정 회의의 브레튼1944 7 22 ·

우즈 협정에 의해 전후 부흥책의 일환으로서 창설되

었다 현재 개국이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미국 . 188

워싱턴 에 본부가 있다D.C. .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정치 리더십 형성과정   

속에 드러난 특성에 대해 은 예리하지Jeong(2015)

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으며 원칙을 강요하기

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평론을 내놓았다. 

는 라가르드 총재에 대해 합리적인 사고Joo(2014)

와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장점이며 격식을 차리

지 않고 인품이 따뜻한 독립적이고 절제된 여성이라

고 평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주의자로 허핑턴 포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공평한 경쟁의 (Huffington Post)

틀 속에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정책 개

발과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Interview 

with IMF Governor Christine Lagarde,” 2015). 

라가르드의 성격적 특성과 함께 그를 대표하는 외  

형적 수식어는 의 여신 스타일 아이콘 이다‘IMF ’, ‘ ’ . 

언론은 의 첫 여성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에 IMF

대해 남성중심의 무채색이던 국제 관료 사회에서 스

카프의 색으로 변화를 주는 의 여신 이며 그를 ‘IMF ’ , 

설명하는 네 가지 키워드는 부와 명예 권력 그리‘ , , 

고 스타일 이라고 기록하였다’ (”'IMF loans' 

또한 은 세Lagarde,“ 2014). Miyoung  Kim(2011)

계 여성 지도자 중 파워 드레싱의 힘을 가장 잘 드

러내고 있는 라가르드 총재는 다분히 여성스런 스타

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남자들이 넥타이로 자, 

신의 개성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이 

화려한 색이나 굵은 무늬가 들어간 스카프로 자신을 

남성들과 차별화 시킨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정치 경력  

과 리더십 스타일을 종합해 볼 때 라가르드는 

의 주장과 같이 따뜻한 인품과 합리적인 Kwon(2015)

사고관 뛰어난 협상력을 지닌 여성 정치 리더로 평, 

가 받고 있으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뛰어난 패션감, 

각으로 전 세계 여성들 사이에서 지성과 패션을 겸

비한 완벽한 롤모델로 꼽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

성 정치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 정치 리더의 파워 드레싱 형태    2. 

파워 드레싱이란 년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  1900

발하게 진행되면서 커리어 우먼들의 패션 스타일에 

사회적 의미를 담아 지칭된 용어이다 패션전문자료. 

사전에 정의된  파워 드레싱의 의미는 위엄이나 지

성 힘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으로 비즈니스 사회에, 

서 출세하기 위해 필요한 옷차림이며 파워 슈트 파, 

워 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Fashion specialty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1997). 

파워 드레싱이란 개념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서   

얻게 되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

성 리더의 패션 스타일은 권력의 힘을 함축하는 의

미의 파워 드레싱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여성 정. 

치 리더의 패션스타일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메시

지를 투영하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되면서 정치 리더

십의 파워를 나타내는 파워 드레싱으로 해석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며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 파워를 구축해온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 형태에 대한 고찰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파워 드레싱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

적 준거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패션을 정치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주목받은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언론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마가렛 대처  1)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  (Margaret Hilda 

의 파워 드레싱 형태는 슈트와 색상 핸드Thatc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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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소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치 활동 시 주로 착용하던 대처의 패션 스타일  

은 스커트와 재킷에 리본 장식의 블라우스를 매치한 

슈트 형태로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 환경에서 여성성

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관된 형태의 블루 . 

슈트는 영국 왕실의 상징색이며 보수당을 대표하는 

블루 색상과 매치되면서 철의 여인 이라는 정치 이‘ ’

미지를 상징하는 파워 슈트로 명명되어 왔다

대처의 파워 슈트는 항상 들(Mikyung. Kim, 2015). 

고 다니던 각진 검은색 사각 아스프레이 핸(asprey) 

드백과 매치되면서 공격적이라는 의미의 핸드배깅

이라 불리우며 정치적 카리스마를 (hand begging)

견고하게 하는 파워 드레싱의 상징적 아이템이 되었

다 이밖에도 늘 착용하던 진주 목걸이와 브로치는 . 

리본 블라우스와 함께 여성성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드레스 코드로 분류되고 있다. 

은 대처의 파워 드레싱은   M. Lee & Kang(2014)

블루 컬러의 슈트와 딱딱한 핸드백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힘을 상징하는 남성성과 꽃과 나비 형태의 

브로치와 진주 리본 등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적 , 

이미지의 양면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처의 파워 드레싱은 불루 색의 파워 슈트와 핸  

드백을 통해 정치적 카리스마와 강인함을 원피스와 , 

스커트 형태의 페미닌 룩과 진주 목걸이 브로치, , 

리본 장식 등의 여성스런 아이템을 통해 우아함과 

부드러움의 이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와 콘돌리자 라이스  2) 

현직 여성 국가 원수 가운데 가장 패셔너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여성 대통령 크리스

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와 미국의 전 국무장관 곤돌리자 라이스

의 파워 드레싱 형태는 바디라(Condoleezza Rice)

인을 살린 글래머스 스타일의 슈트와 여성성을 강조

한 스텔레토 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현 여성 대통령   

중 가장 패셔너블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다 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패. Mikyung Kim(2015)

션 스타일에 대해 허리선과 바디라인을 강조한 글래

머스 스타일은 정치적 권력의 파워를 성적 정체성으

로 제시한 형태로 고가의 쥬얼리와 명품 핸드백 및 

스틸레토 힐과 함께 완벽한 패션을 완성하며 권력과 

부의 과시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미국 전 국무장관 곤돌리자 라이스 역시 꼭 맞는   

바디라인의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의 상

관관계를 패션으로 활용할 줄 아는 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며 년에는 미국의 패션잡지 배니티 페어, 2006

가 선정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됐다(vanity fair) (S.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바디Kim & H. Kim, 2013). 

라인을 강조한 비비드 색상의 슈트와 하이힐은 강력

한 카리스마와 여성성을 패션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주요 아이템이다 라이스는 정치적 주요행사에서 라. 

인이 들어간 검은색의 슈트에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를 코디함으로써 엄격함 속에 여성성을 들어내는 패

션을 정치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패셔니스타

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낸시 펠로시와 매들린 울브라이트   3) 

미국의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인 낸시 패트리샤   

달레산드로 펠로시(Nancy Patricia D'Alesandro 

와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메들린 올브라이Pelosi)

트 의 파워 드레싱 형태는 비즈(Madeleine Albright)

니스 슈트와 존의 장신구이다V . 

낸시 펠로시는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하원의장을   

지낸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로  미국 여성 정치인 

중 가장 높은 권력 승계 서열 위에까지 오른 정치3

인이다 낸시 펠로시가 자주 착용하는 아르마니 슈. 

트는 여권신장과 여성용 비즈니스 슈트를 진화시키

는데 큰 역할을 한 상징적 아이템으로 펠로시는 아‘

르마니를 입는 좌파 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르’

마니 슈트를 자신의 진보적 정치 이미지와 여성 파

워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S. Kim & H. 

또한 심플한 재킷에 굵은 목걸이와 화Kim, 2013). 

려한 스카프 등 힘 있는 존 장신구의 활용을 통해 V

남성의 넥타이와 같은 정치적 파워를 보여주었다. 

성장이 필요한 연회에서는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장

신구 등으로 힘을 주며 의정 활동 시에는 재킷 속, 

에 흰색 셔츠와 함께 작고 단순한 목걸이로 화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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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주고 검정색 등의 어두운 색의 이너를 입

을 땐 알이 굵은 황금빛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S. Kang, 2009). 

은 단상에 서는 일이 잦은 정  Minjung Kim(2014)

치인에게 최대의 액세서리는 존으로 펠로시는 남자V

의 존처럼 재킷과 이너 그리고 쥬얼리로 이어지는 V , 

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펠로시에게 존 장신구는 V . V

심플한 슈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적이고 파워

풀한 파워 드레싱 아이템이다. 

메들린 올브라이트는 브로치 외교 로 유명한 클  ‘ ’

린턴 정부시절의 국무장관으로 여개가 넘는 브200

로치를 소장하고 있다 브로치를 정치적 상황에 따. 

라 은유적 표현의 도구로 착용해 온 올브라이트는 

년 이라크 신문이 그녀를 뱀 이라고 부른 것에 1994 ‘ ’

항의하여 이라크 총리 대변인을 영접할 때는 뱀 모

양의 브로치를 달고 나왔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방, 

한 시에는 햇살 문양의 브로치를 착용함으로써 대한

민국 정부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Miyoung Kim, 2011). 

메시지가 담긴 브로치의 착용으로 성공적인 정치 이

미지를 구축해온 올브라이트는 밝은 색의 심플한 비

즈니스 정장과 브로치로 연결된 존 장신구의 활용V

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파워를 확실히 구축하였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브로‘

치 외교 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

으며 정치 이미지 전략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활용되

고 있다.   

Table 1. Power Dressing Characteristics of Women Political Leaders

political

image

& leader

Charisma Image Fashionista Image Progressive Image

Margaret Hilda 

Thatcher

Cristina 

Fernandez 

Condoleezza 

Rice
Nancy Pelosi

Madeleine 

Albright

power 

dressing 

items

blue suit, ribbon, 

brooch, 

handbag, pear 

necklace

body fit suit, 

stiletto heel,

jewelry, 

handbag 

body fit suit, 

stiletto heel,  

jewelry

business suit, 

scarf, jewelry 

business suit, 

brooch

characteris

tics

Duality: charisma

& elegance
Feminity: glamours style V-zone Ornament: Power 

이와 같이 존 장신구는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V

파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유용한 아이템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핸드백 구두 장갑 등의 , , 

소품 또한 여성 정치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파워 드

레싱 형태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파워 드레싱의 특징을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1 .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 III. 

스타일과 파워 드레싱 특성

패션 스타일 분석   1.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분  

석은 총재로서의 직무수행중 가장 대표적 공식IMF

행사인 회의와 G-20 IMFC(International Monetary 

에서의 패션 스타일을 중and Financial Committee)

심으로 복식의 구성요소인 의상 장신구 패션소품, ,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홈페이지와 사이트  IMF getty image 

에서 제시된 사진 중 연구 범위인 년 년 2011 ~2015

까지 과 행사와 관련된 사진을 검색하여 G20 IMFC 

분석하였다 검색어는 . ‘Christine Lagarde G20 

와 2011~2015’ ‘Christine Lagarde IMFC 2011 

로 하였으며 총 개 개 개 의 사진~2015’ 795 (710 , 85 )

이 검색되었으나 중복된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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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사진을 검색하여 연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795

중복된 사진을 제외한 사진 총 개 회의 자료 43 (G20 

건 회의 자료 건 를 사용하였다28 , IMFC 15 ) . 

는 년 년 까지 년도별 개최국에  Table 2 2011 ~2015

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 한 라가르드 총재의 모G20 

습이다 회의는 매년 회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 G20 1

정상회의와 의장국 및 본부가 있G20 Summit IMF 

는 에서 개최되는 Washington D.C. G20 Finance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으며 의 , G20

의제와 관련된 B20(Business), C20(Civil Society), 

의 컨퍼L20(Labour), T20(Think Tank), Y20(Youth)

런스가 의장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개최된다.   

은 년 년 까지 행사에 참  Table 3 2011 ~2015 IMFC 

석한 모습이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는 국제통화기금 의   IMFC( ) IMF( )

최고 자문기구로 연차총회를 매년 봄과 IMF WB ㆍ

가을 회 개최한다 개최지는 와 본부가 위2 . IMF WB 

치한 미국의 워싱턴 에서 열리지만 때론 다른 D.C.

나라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Table 2. G20 Summit (2011~2015)  

I

m

a

g

e

Figure 1. Figure 2. Figure 3. Figure 4. Figure 5.

T

P

O

2011.2.19.

Paris.

G20 Finance  

2011.10.15.  

Paris.

G20 Finance  

2011.11.2.

Cannes. 

B20 Summit

2011.11.3.

Cannes.

G20 Summit 

2011.11.4. 

Cannes.

G20 Summit 

I

m

a

g

e

Figure 6. Figure 7. Figure 8. Figure 9. Figure 10.

T

P

O

2012.2.26

Mexico City. 

G20 Finance 

2012.6.17.  

Cabo San Lucas. 

B20 Summit

2012.6.18.

Los Cabos.

G20 Summit 

2012.6.19.

Los Cabos.

G20 Summit 

2012.4.20.

Washington, D.C. 

G20 Finance 

본 연구에서는 년 년까지 총 회 제  2011 ~2015 10 ( 23

차 회의 제 차 회의 동안 열린 행사에 참석한 ~ 32 )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였

다. 

의상   1) 

에 제시된 행사시 착용한 의상 형태  Table 2 G20 

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는 년 관련   Figure 1~5 2011 G20 France Summit 

행사에 참석한 모습으로 비즈니스 슈트 안에 바지나 

원피스를 착용하여 색상의 통일감을 주어 심플한 룩

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남성적 이미. Figure 3, 5

지의 블랙 팬츠 슈트 안에 커다란 블랙  본으로 포

인트를 주거나 바이올렛 톤의 리본 달린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매치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

는 양성적 스타일을 연출 하였다 은 . Figure 6~10

년 관련 행사에 참석한 2012 G20 Mexico Summit 

모습으로 블랙과 그레이 톤의 원 피스와 스커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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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한 색상의 포멀한 재킷을 매치함으로써 여성

적 스타일의 심플한 룩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은 년 관련 행사 11~16 2013 G20 Russia Summit 

에 참석한 모습으로 리치한 재질감이나 화사한 컬러

Table 2. Continued

I

m

a

g

e

Figure 11. Figure 12. Figure 13. Figure 14. Figure 15. Figure 16.

T

P

O

2013.2.15.

Moscow. 

G20 Finance  

2013.6.20.

Moscow. 

G20 Finance 

2013.9.4.

St. 

Petersburg. 

G20 Summit

22013.9.5.

St. 

Petersburg. 

G20 Summit

2013.9.6.

St. 

Petersburg. 

G20 Summit 

2013.10.11.

Washington, 

D.C. 

G20 Finance 

I

m

a

g

e

Figure 17. Figure 18. Figure 19. Figure 20. Figure 21.

T

P

O

2014.2.22.

Sydney.

G20 Finance  

2014.2.23.

Sydney. 

G20 Finance 

2014.4.11.

Washington, D.C. 

G20 Finance

2014.11.15.

Brisbane. 

G20 Summit 

2014.11.16.

Brisbane. 

G20 Summit  

I

m

a

g

e

Figure 22.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Figure 26. Figure 27. Figure 28.

T

P

O

2015.2.9.

Istanbul. 

G20 

Finance

2015.2.10.

Istanbul.

G20 

Finance

2015.4.17.

Washington, 

D.C. 

G20 Finance

2015.9.4.

Ankara,.

B20 Summit

2015.9.5.

Ankara.

G20 

Finance

2015.11.15.

Antalya.

B20 Summit

2015.11.16.

Antalay.

G20 

Summit

-http://www.gettyimages.com

의 재킷을 착용함으로써 엘레강 스하고 럭셔리한 이

미지를 연출하였다 은 기존의 슈트 스타. Figure 16

일과는 다른 피치 톤의 샤넬 원피스로 화사한 이미

지를 연출 하였다 은 년에 개최. Figure 1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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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사에 참석한 모습으로 G20 Australia Summit 

심플한 스타일의 비즈니스 슈트 차림을 보여줌으로

써 경제인으로서의 절제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는 검은색 스커트 슈트 속에 화이트 셔츠Figure 19

와 화이트 포켓 스퀘어로 남성적 비즈니 스 스타일

의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22~28

은 년 관련 행사에 참석2015 G20 Turkey Summit 

한 모습으로 우아한 곡선적 실루엣의 이미지와 바디

라인 이 강조된 실루엣이 공존하고 있다. Figure 

에서는 트위드 재질이나 라운 드 형태의 22, 24, 27

재킷을 입음으로써 여성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

출하였으며 은 블랙의 원피스 위에 , Figure 25, 26

라인이 들어간 재킷을 입음으로써 바디 핏이 강조된 

정장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 제시된 행사시 착용한 의상 형  Table 3 lIMFC 

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 . Figure 29~30 2011

년 워싱턴 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모습으로 D.C

는 큐티한 블랙 스커트와 짧은 재킷으로 Figure 29

매치된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정장을 착 용하고 있으

며 은 블랙 원피스에 포멀한 형태의 재킷, Figure 30

을 착용 하였다 은 년 총회에 참. Figure 31~33 2012

석한 모습으로 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정장 Figure 31

스타일의 블랙 팬츠 슈트를 착용하고 있으나, 

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Figure 32~33

한 모습으로 기존의 의상과는 다른 화려한 패션 스

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는 샤넬 스타일의 . Figure 32

올 화이트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이며 은 , Figure 33

블랙 팬츠와 블라우스 위에 바디라인을 강조한 퍼플 

재킷을 코디함으로써 여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은 년에 개최된 . Figure 34~37 2013

총회때의 모습으로 대부분 비즈니스 슈트 차림을 연

출하고 있으나 에서는 앞이 깊이 파이고 Figure 37

바디 라인이 강조된 블랙 재킷과 스커트로 글래머스 

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는 . Figure 38~39 2014

년 총회에 참석한 모습으로 비즈니스 정장 스타일과 

목이 깊이 파인 롱 재킷의 개방적인 이미지가 공존

하고 있다 은 년 총회 때의 모습. Figure 40~43 2015

으로 은 블루 스커트 정장 안에 화이트 셔Figure 40

츠를 정갈하게 입어 전형적인 금융인의 모습을 연출

하였으며 은 블루 톤 의 원피스 위에 동, Figure 41

일 색상의 재킷을 입어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

하였다 은 시폰 소재의 폭넓은 블랙 스커. Figure 43

트 위에 트위드 형태의 블랙 라운드 트위드 재킷을 

매치함으로써 엘레강스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착용한 의상을 종  

합해 정리하면 총 벌의 의상 중 슈트의 형태가 43

벌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샤넬 스타일의 41 (98%)

원피스 착용 이 벌 로 나타났다 슈트의 형태는 2 (5%) . 

스커트와 재킷 형태가 벌 팬츠와 재킷 형12 (28%), 

태가 벌 원피스와 재킷 형태가 벌12 (28%), 17 (39%)

로 스커트나 원피스 위에 재킷을 착용하거나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착용한 바디 핏이 강조된 여성적 

슈트 형태와 바지 정장의 비즈니스 슈트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슈트의 색상은 재킷을 기준. 

으로 할 때 블랙 벌 그레이 벌 화23 (53%), 11 (26%), 

이트 벌 블루 벌 퍼플 벌 라임 2 (5%), 3 (7%), 2 (5%), 

벌 피치 벌 로 무채색이 를 차지하1 (2%), 1 (2%) 84%

고 블루와 비비드 톤이 를 나타내고 있다 색상16% . 

에 있어서는 무채색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

고 있으나 강렬한 비비드 톤으로 액센트를 주면서 

패셔니스타로서 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가 착용한 의상은 무채색의 심플한   

정장 스타일로 세계의 금융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나 강렬한 

색상과 라 인이 강조된 의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착장법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 

모든 의상에서 나타난 럭셔리한 명품 브랜드의 의상 

선택은 권력의 파 워를 전달하는 상징적 도구가 되

고 있으며 프랑스 오뛰꾸뜨 디자이너의 전형적인 , 

스타일과 강렬한 색상의 선택은 카리스마와 패셔니

스타의 면모를 거침없이 보여주 는 그녀만의 착장법

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착장형태는 . 

남성적이고 보수적 성향이 지배적인 특성과 대IMF 

치되는 행태로 이 라가르드의 스타일H. Park(2012)

을 지나치게 우아하고 대중과는 괴리된 상류층의 스

타일이라고 언급한 내용 을 증명해주는 복식행태이

다 라가르드의 의상 스타일은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 

여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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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FC (2011 ~ 2015)

I

m

a

g

e

Figure 29. Figure 30. Figure 31. Figure 32. Figure 33.

T

P

O

2011.4.24.

Washington, D.C. 

The 23rd IMFC

2011.9.24.

Washington, D.C. 

The 24th IMFC

2012.4.21.

Washington ,D.C. 

The 25th IMFC

2012.10.12.

Tokyo 

The 26th IMFC

2012.10.13.

Tokyo

The 26th IMFC

I

m

a

g

e

Figure 34. Figure 35. Figure 36. Figure 37. Figure 38.

T

P

O

2013.4.19.

Washington, D.C. 

The 27th IMFC

2013.4.20.

Washington, D.C. 

The 27th IMFC

 2013.4.21.

Washington, D.C. 

The 27th IMFC

2013.10.12.

Washington, D.C. 

The 28rd IMFC

2014.4.12.

Washington, D.C 

.The 29th IMFC

I

m

a

g

e

Figure 39. Figure 40. Figure 41. Figure 42. Figure 43.

T

P

O

2014.10.11.

Washington ,D.C. 

The 30th IMFC

2015.4.18.

Washington, D.C. 

The 31th IMFC

2015.10.7.

Lima 

The 32nd IMFC

2015.10.8.

Lima 

The 32nd IMFC

2015.10.9.

Lima

The 32nd IMFC 

-http://www.gettyimages.com

패션 소품  2) 

공식행사에서 착용한 패션 소품의 종류에는 가방  

과 구두가 있다.

에서는 에르메스  Figure 3, 4, 13, 14, 27, 33, 37

의 버킨 백 을 들고 있는 모습(Hermes) (Birkin Bag)

으로 에서는 올리브 색을 에서는 Figure 3 Figure 27

모스그린 색을 에서는 카멜 색을 4, 13, 14, 3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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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의 터키 회담에서는 붉. Figure 25 G20 

은 색의 에르메스의 볼리드 백 을 소품(Bolide Bag)

으로 선택하여 서류가방으로서의 활용도를 보이면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구두는 키튼 힐 굽 의 펌프스  (Kitten Hill: 3~5cm )

구두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으로는 (Pumps) . Figure 

에서만 착장 모습이 확인이 되1, 2, 25, 26, 27, 32

고 있다 이 외에도 간헐적으로 롱 부츠를 신은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에서는 롱 블랙 스커트. Figure 13

에 블랙 스웨이드의 롱 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의 회의에서는 블랙의 스커트 정장Figure 37 IMFC 

에 블랙의 롱 부츠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가 선택한 가방과 구두의 패션 소품  

을 정리하면 총 건의 사진 중에서 가방이 건43 8

구두가 건 으로 구두는 전신이 나온 (18%), 8 (18%)

사진이 아닌 경우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방. 

은 자국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의 가

방을 애용하였으며 서류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이

즈의 가방을 선택함으로써 일하는 세계 경제 수장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두. 

의 경우 건 의 사진 중 키튼힐의 펌프스 형태8 (18%)

가 건 롱부츠 형태가 건 으로 가 6 (14%), 2 (5%) 170cm

넘는 장신의 키에도 힐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성과 완성된 패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장신구  3) 

장신구는 스카프 목걸이 브로치로 이어지는 존   , , V

장신구의 활용법이 독특하다.

은 총재로 취임된 이후 공식행사에  Figure 1 IMF 

서 처음으로 보여준 롱스카프의 휘장식 착장법으로 

강렬한 레드 컬러로 시선을 압도하면서 리더십의 파

워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로도 휘장식 착장법. (Figure 

은 공식석상에 종종 소개되면서 언론에19, 39, 40)

서는 이를 라가르드식 스타일이라고 소개하였다 사. 

각 스카프의 활용은 라가르드 총재가 무채색의 정장

을 돋보이게 하는데 자주 활용한 아이템으로 Figure 

7, 9, 10, 15, 17, 20, 22, 23, 30, 33, 38, 41, 42

에서 활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는 . Figure 9

진주와 스카프를 함께 꼬아서 독특한 연출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외에도 . Figure 7, 15, 17, 20, 22, 

의 모습은 짧은 스카프를 직선적으로 목에 두30, 41

른 형태로 스카프의 패턴을 완전히 노출시켜 착장의 

포인트를 스카프에 집중시키는 스카프 코디법을 보

여주고 있다.

포켓 스퀘어 코사지 브로치 등의 브레스트 장식  , , 

을 통한 존 장신구의 활용 모습또한 볼 수 있다V . 

은 레드 패턴의 포켓 스퀘어를 착용함으로Figure 7

써 블루색 투톤의 롱 스카프와 대비되는 화려한 색

감 대비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는 화이. Figure 19

트 포켓 스퀘어로 화이트 이너 셔츠와 연결된 남성

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는 붉은색, Figure 25

의 강렬한 쥬얼리와 연결된 붉은색 포켓 스퀘어를 

꽃처럼 연출하여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Figure 

은 검은색 꽃 모양의 코사지로 그레이 의상에 무23

게감을 주고 있으며 에 착장한 붉은색 깃, Figure 32

털 장식은 화이트 원피스에 정점을 찍어줌으로써 강

렬한 존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V . 

브로치는 총 번 착용되었다 은 년 8 . Figure 2, 3 2011

프랑스 칸에서의 모습으로 타원형의 화려한 보G20 

석이 담긴 형태이며 는 년 , Figure 14, 15 2013 G20 

러시아를 방문 시 착용한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치이

다 은 튜율립 형태의 크리스탈 브로. Figure 26, 33

치와 슬립한 형태의 백금 브로치로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은 둥근 프레임 안에 ,  Figure 37

진주알이 들어있는 여성적 브로치의 착장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는 오른쪽 어깨의 블루 색 . Figure 39

롱 스카프와 대칭되게 왼쪽 어깨에 불가사리 형태의 

브로치를 착장함으로써 시원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쥬얼리는 모든 의상에서 착용되는 아이템으로 귀  

걸이 목걸이 팔찌로 이어지는 풀세트 착장법을 보여

주고 있다 소재로는 백금 다이아몬드 진주 스톤 . , , , 

등 고가의 쥬얼리를 애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심플

한 형태에서 대담한 형태까지 폭넓게 애용하고 있

다 에서는 기하학적 문양의 금속. Figure 17, 27, 43

세공으로 된 커다란  팔찌를 착용함으로써 패셔너블

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진. 

주 목걸이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20 2

160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이템으로 심플한 펜던트 형

태에서 여러 줄 늘어뜨리는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진주 목걸이 활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Figure 11, 

16, 17, 20, 21, 24, 32, 38, 43)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착용한 장신구의   

활용을 종합해 보면 스카프와 목걸이 브로치로 이어

지는 대범하고 강렬한 존 장신구의 연출이 애용되V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카프의 활용은 총 벌의 . 43

착장가운데 개의 스카프를 착용하여 의 높은 22 51%

착장 비율을 나타내었다 롱 스카프는 번 착. 9 (21%) 

용하였으며 사각 스카프는 번 착용되었다13 (30%) . 

스카프는 라가르드 총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가

장 유용하게 활용된 핫 아이템으로 롱 스카프와 사

각 스카프의 파격적인 연출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리더십 파워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데 효과적으

로 활용되었다 포켓 스퀘어와 브로치의 활용도 높. 

아 포켓 스퀘어와 코사지는 번 브로치는 5 (11%), 9

번 을 착용하여 총 벌의 착장 가운데 번(21%) 43 14

을 착용하였다 쥬얼리는 옷에 가려 전체의 모(32%) . 

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를 

거의 모든 의상에서 착용하고 있으며 진주의 활용, 

이 전체 쥬얼리의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50% . 

쥬얼리의 착용은 목걸이가 점 귀걸이가 19 (44%), 34

점 팔찌가 점 로 나타났다(79%), 5 (11%) .

지금까지 분석된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스타일을 정

리하면 와 같다Table 4 .  

파워 드레싱의 특성  2.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패션 스타일 분석을 통  

Table 4.  Analysis of Fashion Style 

Costume Fashion Accessary Ornaments

skirt 

suits

pants 

suits

one- 

piece 

suits

one- 

piece

hand- 

bag
pumps boots scarf 

nec-

klace

eari-

ngs

brac-

elet

broo-

ch

cors-

age

G20 7 7 14 1 6 5 1 13 11 22 2 6 4

IMFC 5 5 3 1 2 1 1 9 8 12 3 3 1

Total
12

28%

12

28%

17

39%

2

5%

8

18%

6

14%

2

5%

22

51%

19

44%

34

79%

5

11%

9

21%

5

11%

해 도출된 파워 드레싱의 형태는 명품 브랜드의 슈

트와 가방 및 스카프와 쥬얼리로 연출된 존 장신구V

로 요약될 수 있다 형태 속에 내재된 파워 드레싱. 

의 특성은 부와 명예 정치적 능력 카리스마와 여, , 

성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슈트와 가방 부와 명예 및 정치적 능력  1) :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착  

용한 슈트와 가방은 모두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프

랑스 자국의 오뛰꾸띄르 제품으로 부와 프랑스 인으

로써의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패션 . 

전문가들은 라가르드의 지나친 우아함이 남성 중심

의 사회에서 그가 가진 능력 통찰력 개성을 나타, , 

내는 키워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IMF loans' 

Lagarde,“ 2014). 

그의 슈트 스타일 속에 내재된 파워 드레싱의 특  

징은 명품 슈트와 바디 핏을 강조한 슈트 스타일을 

통해서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크리스티나 페르난

데스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의 파워 드레싱 

특징이 도출되었으며 바지 정장이나 무채색의 심플, 

한 비즈니스 슈트의 착장을 통해서는 낸시 펠로시 

의원이 추구하는 아르마니 스타일에서와 같은 진보

적 성향의 정치적 능력이 투영되어 도출되었다. 

의 사진은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석  Figure 44, 45

상에서 애용하던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 백과 볼리드 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서류가. 

방으로 사용하는 에르메스의 버킨 백과 볼리드 백은 

고가의 소가죽으로 타조나 뱀 악어 등 특수 가죽의 , 

경우 만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고가의 명품 가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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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제작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재력 뿐 아니라 인

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가방으로 부와 명예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정치적 능

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는 총재로서 세계 경제가 긴축하  BBC IMF 

는 시기에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의 패션 

행태는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라가르Young, 2013).. 

드 총재는 세계의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놓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하며 

사각의 명품 가방을 정치적 능력의 아이콘으로 기표

화 하고 있다.

존 장신구 카리스마와 여성성   2) V : 

존 장신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정치적   V

카리스마와 여성적 우아함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

고 있는 파워 드레싱의 핵심 아이템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패션 여제인 라가르  

드 총재가 세계 경제의 어두운 면을 밝힐 때는 스카

프나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는 반면 화려한 스카프, 

나 목걸이 귀걸이로 성장을 하고 나오면 핑크빛 경, 

제에 대한 라가르드식 패션 익스프레션이라고 분석

하였다 이는 남성 정치가들이 넥타이(Yoou, 2016) 

를 활용한 존 패션으로 정치적 메시지와 파워를 전V

달하는 것과 같이 라가르드 총재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카프의 존 활용을 통해 국제 금융계를 리드하는 V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44. Birken bag 

-http://www.polyvore.com

 Figure 45. Bolide bag 

  -http://www.polyvore.com

는 라가르드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Table 5

존 장신구의 모습이다V . 

위쪽 사진에 제시된 라가르드 식의 독특한 스카프   

연출법은 패션계에 자주 소개되며 그녀를 스타일 아

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착용한 스카프는 장당 . 

만원 선의 에르메스 스카프로 명품을 우아60~100

하게 연출한 모습이 품위를 더욱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카프 (”'IMF loans' Lagarde,“ 2014). 

착용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은 년 프랑스에서 2011

개최된 정상 회담시의 모습으로 년  G20 2011 IMF 

총재로 취임된 이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휘장식 착장법이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강. 

렬한 레드 색상의 롱 스카프를 어깨에 휘장처럼 두

른 연출법은 언론으로부터 의 여신 이라는 타이‘IMF ’

틀을 얻으며 수장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여성성을 IMF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휘장식 롱 스카프의 . 

착장 법은 에서도 보여주고 있다Figure 19, 39, 40 . 

공식석상에서 보여준 개의 스카프는 모두 다른 형22

태의 디자인으로 중복되어 사용된 적이 없다 라가. 

르드 총재에게 있어 스카프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상

징하는 파워 드레싱의 핵심 아이템이다.

의 아래쪽 사진은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쥬  Table 5

얼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귀걸이와 목걸이 브로치 , 

등을 활용하여 카리스마와 우아한 여성성의 존 이V

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 

진은 둥근형태의 브로치가 리본과 함께 여성스러움

을 잘 드러낸 모습으로 마가렛 대처가 리본과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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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여성성을 들어낸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은 년 러시아 정상 2013 G20 

회담 시의 모습으로 러시아의 국화인 해바라기를 형

상화한 브로치를 착용하였으며 세 번째 사진은 , 

년 터키 정상 회담 시의 모습으로 터키의 2015 G20 

풍부한 스톤 중 하나인 강렬한 원석의 산호 세트를 

착용함으로써 방문국에 대한 관심을 존에 표현하는 V

정치적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해외출장 일정 중에 보석 쇼핑을   

뜻하는 돌 을 공개적으로 써 넣을 정도로 쥬‘ (stone)’

얼리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쥬얼리를 활용하여 세

련되고 완벽히 세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IMF 

백금과 다이아몬드 진주loans' Lagarde,“ 2014). , 

와 스톤 등이 매치된 럭셔리하고 우아한 라가르드 

총재의 풀세트 쥬얼리 착용법은 카리스마와 함께 여

성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가 선택한 파워 드레싱 아이템으로  

서의 존 장신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낸시 펠로시 의V

원이 비즈니스 슈트에 화려한 스카프와 목걸이의 힘 

있는 존 장신구로 정치적 파워를 보여준 것과 같이 V

남성이 지배하는 의 조직 환경에서 대담한 스카IMF

프의 연출과 메시지가 담긴 브로치 및 우아한 쥬얼

Table 5. Power Dressing : Scarf & Jewelry 

-http://www.gettyimages.com

s

c

a

r

f

j

e

w

e

l

r

y

리의 착용을 통해 여성성과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이

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결론IV. 

자신의 패션 철학이 담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의 파워 드레싱 스타일은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로 

다져진 균형 잡힌 바디와 은발의 헤어스타일 등 외

형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이시대의 스타일 아이

콘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의 패션 스타일과 파워 드레싱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슈트의 형태  , 

는 포멀한 비즈니스 자켓에 동일한 색상의 스커트나 

원피스를 매치한 슈트 형태가 로 팬츠 형태의 67%

슈트 착용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원피스 착28% , 

용의 까지 추가하면 여성스런 스타일의 착용이 5%

를 점유하고 있다 색상은 주로 블랙과 그레이73% . 

의 무채색 계열로 보수적이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

출하고 있으나 몸에 피트 된 슈트 룩과 화려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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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카프 등 여성성을 활용한 카리스마 이미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 

정치인이 착용한 슈트의 형태는 파워 드레싱을 규  

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Yaung and 

은 정치인의 슈트는 정치적 카리스마를 Kwak(2014)

투영할 수 있으며 정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기

본 아이템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 

라가르드 총재가 선택한 명품 브랜드의 럭셔리한 슈

트는 부와 명예 및 그의 정치적 역량과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파워 슈트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명품 슈트와 함께 들고 다니는 천만원이 호  , 

가하는 명품 가방과 대담하고 힘 있는 존 장신구의 V

활용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력의 상징 투영 하는 

파워 드레싱 코드로 총재로서의 리더십 역량과 IMF 

정치적 카리스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각의 커다. 

란 에르메스 버킨 백과 볼리드 백은 정치적 능력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마가렛 대처의 정치적 힘을 상

징하는 검은색의 딱딱한 아스프레이 핸드백(asprey) 

과 맥을 같이하는 파워 드레싱 아이템이다. 

셋째 라가르드 총재의 정체성과 여성성 카리스  , , 

마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친 스카프는 라가르드식 

스타일을 만들어낸 핵심 파워 아이템이다 어두운 . 

색상의 정장에 강렬한 색상의 롱 스카프를 휘장처럼 

연출하거나 럭셔리한 쥬얼리와 함께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등 스카프로 자신의 힘을 과

시하는 라가르드식 스타일은 남성과 차별화된 방법

으로 개성과 카리스마를 투사하는 라가르드 총재만

의 독특한 파워 드레싱 형태이다.

사례분석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크리스틴 라가르  

드 총재가 세계 금융계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을 패션으로 표현한 파워 드레싱의 특징은 남

성적 스타일을 차용하는 여성 지도자들의 스타일과

는 다른 뛰어난 패션 감각과 여성성을 활용하여 카

리스마를 구축하는 탁월한 패션 활용 능력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  

은 라가르드를 비롯해 많은 여성 리더들이 (Stern)

권력의 상징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

였으며 트렌드 분석가인 엘케 기제 는 라, (Elke Kije)

가르드와 같은 여성들이 선택한 여성적 특성이 강조

된 파워 드레싱의 형태는 능력과 신뢰의 상징이 되

고 있다고 하였다(Miyoung Kim,2011). Ussher(as 

는 행동하는 여성cited in Holland, 2004) (doing 

과 저항하는 여성 의 패션 스타일girl) (resisting girl)

에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행동하는 여성은 여성

적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 저항하는 여성은 여성성을 

거부하는 남성적 스타일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가르드 총재의 여성적   

특성을 강조한 세련된 패션 감각과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 드레싱의 형태는 행동하는 여성의 기표로써 대

중과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능력을 높이 평가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파워   

드레싱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활약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 

의 사회 현상에 있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수장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리

더십 스타일과 패션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는 여성 리더에게 드레스 코드가 갖는 사회적 영향

력과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크리스틴 라가  , 

르드 총재의 패션 스타일과 파워 드레싱의 특성은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여성성을 통

해 카리스마를 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미지 전

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당. 

당하고 소신 있게 여성성을 강조한 파워 드레싱의 

형태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슈트 차림만을 고수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 지도자들에

게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한 패션의 힘이 미치는 영

향력의 범위와 다양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파워를 패션으로 나타내는 기호로서  , 

의 파워 드레싱에 대한 연구는 의류학의 영역뿐 아

니라 정치 사회 현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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