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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 이하 테일러로 

통일)의 ‘Authenticit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진정성’ 또는 ‘자기진실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된다. 최근 ‘Authenticity’의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진정성 있는 음악, 진정성 있는 기

업 등 최근 예술, 마케팅, 정치, 교육 분야 전반에서 진

정성으로서 해석된 용어에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Song & Kwak, 2016). Trilling(1971, 1972)은 ‘Authen-

ticity’의 개념의 ‘진정성’을 더 세분화하여 ‘성실성(Sin-

cerity)’과 ‘진실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성실

성은 타인에 대한 ‘정직함’으로 본 반면, 진실성은 자기 

자신에게 참되고 정직한 것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주

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ong & Kwak, 2016). 

따라서 ‘성실성’은 서구 사회에서 400년 이상 유지되

어 온 전통적인 개념에 기반한 것인 반면, 후자인 진실

성은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근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Song & Kwak, 2016). 따라서 예술에서의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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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ticity’는 ‘진정성’보다는 ‘진실성’에 가까운 개념

이며, 이는 ‘다른 어떠한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

만의 내면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갖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Choi, 2019; Goo, 2012; Jeon, 2016; Taylor, 

1991/2001).

이처럼 오늘날 ‘Authenticity’에 관한 논의는 성실성

을 내포한 진정성보다는 ‘진실성’에 보다 무게를 싣는

다. 이는 ‘Authenticity’의 의미가 ‘그’를 속이지 않는 것 

보다는 ‘나’를 속이지 않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Song, 2015). 테일러의 ‘Authenticity’는 무

미건조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나 감정

에 기반한 도덕이나 윤리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내면

의 소리’이며 이는 기존의 ‘외재적인 도덕성’의 개념

을 ‘마음 속 생각’으로 이동시킨 개념이다. 따라서 우

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현재의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접촉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우

리는 비로소 내면적 성찰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Au-

thenticity’는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내면적 깊이를 가진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동하는 내향의 에

너지를 만들어낸다. 요한 코트프리드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 이하 헤르더로 통일) 역시 

‘Authenticity’의 관념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

만의 고유한 척도로 설명한다(Adler, 1994). Adler(1994)

는 헤르더의 ‘Authenticity’ 개념에 대해 우리에게는 각

자가 인간적일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

것이 바로 ‘내가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우리 자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

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Authenticity’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내가 ‘나 자

신에게 진실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요점을 찾는 것’

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며 결국 ‘나는 무엇을 의

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Taylor, 1991).

그렇다면 패션에서의 ‘Authenticity’는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본연성’에 대한 ‘진실함’을 의미한다. 자신

의 외모를 꾸미고 스타일링하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패

션에서의 ‘Authenticity’는 다른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진실한 태도를 갖겠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패션을 통해 우리가 내면의 소

리를 표현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자신이 형성되고, 기

존의 것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전제로 존재한다는 관점

이다. 따라서 패션을 통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기존

의 것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기

인한 새로운 ‘창조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패션에서 테일러의 ‘Authenticity’의 개념을 ‘진

정성’이 아닌 ‘진실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용어 

역시 자기진실성(Authenticity 이하 자기진실성으로 칭

함)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진

실성이 ‘나 자신의 본연성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그것

을 ‘명백히 표현(Articulation)’해내는 행위라는 입장

에서 패션을 ‘자기진실성’이 투영된 대표적인 대상으

로 선정하고자 한다(Taylor, 1991/2001). 또한 패션을 채

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가장 민감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10대 청소년이 

패션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패션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

고 담아내고자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익명성, 페르소나 등 자

신의 본연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해석되어 온 디지털 

매체를 ‘자기진실성’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디지털 매

체가 진정성을 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을 바탕으로 패션에서

의 자기진실성 개념을 파악한다.

둘째, 고등학생 간지대회 ‘고간지(Goganzi, 이하 고

간지로 통일)’ 시즌1과 시즌2에 출연한 참가자들 중 

파이널에 진출한 6명의 패션을 통해 패션에서 나타나

는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

는지 그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고간지 참가자들의 패션을 통해 나타난 테일

러의 자기진실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에서 자기

진실성의 미적 가치를 도출한다.

 

II. 자기진실성의일반적고찰

1. 자기진실성(Authenticity)

Taylor(1991)는 ‘자기진실성’의 개념을 본연성, 독

자성의 원리로 언급함으로써, 자기자신에 내면과 접

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진실성’은 ‘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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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성과 독자성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명백

히 표현’ 해내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에 대한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자기진실성의 이상은 자기실현이나 자기현실화(Self- 

realization)를 위한 행위들이 우리 각자의 목소리 하나

하나를 통해 표출되며,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로 ‘자기 본연’의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Taylor, 1991). 

Klein(2012)은 ‘자아(Self)’는 인식론적 자아와 존재론

적 자아로 분리 된다고 하였다. 인식론적 자아는 인지

적이고 신경학적인 기반으로 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진 반면, 존재론적 자아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반추하는 재귀적 자아로서 일인칭 자

아에 관한 논의로 가능하다. 이러한 클레인(Daniel Mar-

tin Klein, 1939~, 이하 클레인으로 통일)의 자아 개념을 

테일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실한 나의 본연을 마

주하는 것, 곧 자신이 가진 가치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남과 다른 ‘나 자신에 의

한, 나 자신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다(Song & Kwak, 2016).  나의 삶은 내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모델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탐

구할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자

기내면의 모습을 명백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

을 규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방식은 ‘너 자신의 것을 행하라’거나 

‘너 자신의 실현을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본연성 · 독

자성에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Song, 2015). 이는 나만

이 나에 대해 명백히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본래 나 자신

에 속한 잠재성을 실현해 내는 존재이다. 

테일러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결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개인과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시킬 수

단을 갖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Yoo, 2013). 또한 자

기 결정의 자유가 자신의 선택만을 우선시하고 객관적

으로 주어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식은 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에게 남아 있는 주요한 가치가 ‘선택 

그 자체’뿐이라는 극단의 결과 지점으로 인간을 몰고 

갈 수 있다. 테일러가 주목하는 현대 서구사회의 문제

는 ‘도덕적 이상의 상실’이 아닌 ‘본래적 가치를 잃어

버린 채 자기 도취로 왜곡된 도덕적 이상’이다는 관점

이다(Song, 2015). 따라서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유적 측면에서 최근 서구의 현대인들이 ‘도덕

적인 성품이나 세속적인 성공, 실패 등의 외재적 가치

기준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인 요구나 규범에 맹목적으

로 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서구사회가 

점차 ‘자기에게 진실한 삶’이 ‘더 나은 삶’ 의 판단기준

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Foster, 

2016; Taylor, 1991). 그러나 인간은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공동체나 사회와의 충돌을 겪는 순

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은 사회나 공동

체와의 단절이나 개인이 독단적인 선택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Taylor(2002)는 진실성을 추구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고립적인 개인이 외부의 소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소통

을 통한 투쟁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 이처럼 테일러는 자기진실성의 사고관에 의해 인

간은 임의적인 결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 받고 그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점점 더 고립적인 존

재로부터 개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진실성을 공동체와의 소통의 원천으로 바라보

는 관점은 헤르더의 철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헤르

더는 인간들이 각자가 인간적일 수 있는 근원적 방식 

곧 각자 자기 고유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헤르더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방식의 척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Adler, 1994). 이러한 자신만의 ‘척도’에 대한 생각은 

본연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도덕적 내적 

본성과 접촉할 때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내적 본성과

의 접촉은 외면적인 행동의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도구적인 태도로만 취급할 때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내면의 소리에 따를 때 가장 도덕적

일 수 있고 가장 완전한 인간의 존재에 닿을 수 있게 된

다. 헤르더는 자기진실성의 특징을 표현주의에서 찾고 

있으며 매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사유는 매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사유가 매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매체’란 언어, 예술, 몸짓 같은 외

적인 표현방법을 뜻하며 우리는 타인과 이러한 매체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Adler, 1994).

이처럼 테일러와 헤르더의 철학으로부터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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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진실성의 특성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

는 도덕성에 접촉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척도에 따라 자

기 내면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단지 자

기의 내면에 접촉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면과 만남

을 통해 느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이 소속

한 공동체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융합 할 수 있다(Goo, 

2012; Jeon, 2016).

 

2. 패션에서의 자기진실성

Taylor(2002)는 경제적 부흥이 사람들이 사적 공간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표현하고 즐기려는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고 하였다. 특히 상품시장은 개인의 인

간성을 실현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진실성’에 몰두하기 시작한 청소년 문화에 적용

되기도 하였다. 또한 테일러는 이러한 문화가 두드러

진 분야로 ‘패션’을 주목한다(Choi, 2019). 패션은 나와 

상대가 모두 자기를 현시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인 관계를 맺는 장이다. 또한 패션은 ‘제2의 피부(The 

second skin)’라 불리우며 착용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개인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패션과 

끊임없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Hwang & 

Youn, 2016). 오늘날 패션은 자기 표현의 대상이며 또한 

패션을 통해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Choi, 2019). 

 

1) 자기 내면의 진실성(One's inner truth)

패션에서의 ‘자기진실성’은 ‘나 자신의 본연성과 독

자성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본연

성’과 ‘독자성’을 ‘명백히 표현’해 내는 대상으로서 패

션을 바라 보는 관점이다. 패션을 통해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고유성이 패션이라는 새로운 언어

로 표출된다(Taylor, 1991, 2002). ‘우리는 인간이 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알고 있기에 그 방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내면의 

진실성이다(Song & Kwak, 2016). 따라서 자기 내면의 

진실성은 <Fig. 1>과 같이 나 자신과 외부(Society)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진실성은 <Fig. 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3단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외

부로부터 내면으로 관점을 이동하는 자기고유성(Mag-

netic uniqueness)의 단계, 내면의 모습을 탐구하는 내면

I

① Magnetic uniqueness

③ Poiēsis

② Inner subjectivity

Society

Fig. 1. A framework of one's inner truth.

의 주관성(Inner subjectivity)의 단계, 내면의 진실된 모

습이 표현되는 단계인 포이에시스(Poiēsis)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1) 자기고유성

자기 내면의 진실성 개념은 외재적인 요소에 집중되

어 있는 자신의 관심을 자기의 마음 속 생각인 내면으

로 이동시키는 행위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

라는 개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즉 이것이 

바로 ‘자기고유성’의 시작이다(Song, 2015). 이와 동시

에 여기에서 바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난

다. 예술은 실재하는 것에 대한 모방(Mimesis)이 아니

라,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있기 때문이다

(Song, 2015).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독창

적인 소질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주관

적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나’를 발견하는 것은 기존의 것에 대한 답습이 아니

라 새롭게 형성된 독창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탐색해 가는 

과정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것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기인한 것이며, 우리 개개인의 상상력

을 ‘창조’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2) 내면의 주관성

내면의 주관성은 자아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여,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기고유성’을 발견하고 본

질적인 자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

다. 이는 예술가로서 내 작품은 내가 창조한 것이며 동

시에 이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행위와 같

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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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자 하는 ‘내면의 주관성’

이라 할 수 있다(Taylor, 1991/2001). 즉 내가 ‘나’ 자신

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창조이며, 본원적이고 독창적

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Tay-

lor, 1991/2001). 따라서 ‘나’는 새로운 예술 언어, 즉 새

로운 회화법, 새로운 디자인이나 공예의 새로운 기법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자이며, 오로지 ‘나’ 자신

만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소질을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태어나

서 자라온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독특함을 파

악하고 이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적 행위로 연

결될 수 있다.

(3) 포이에시스

자기 자신의 발견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

이 바로 ‘포이에시스’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 어떤 무엇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

라 작가 인 ‘나’ 스스로가 참되다고 느낀 세계를 표출하

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Taylor, 1991, 2002). 이는 

우리 각자가 가진 자신의 진실한 본연의 모습을 패션을 

통해 ‘명백히 표현’해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진실성

을 탐구해가는 과정은 먼저 본연의 자기 자신의 내면에 

고유한 ‘나’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위인 ‘자기고유

성’ 단계, 내면의 자신의 진실된 자아를 마주하는 행위

인 ‘내면의 주관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내

면의 탐구를 통해 스스로 참되다고 여기는 것을 표출하

는 단계인 ‘포이에시스’에 이를 수 있다(Taylor, 1991/ 

2001).

이처럼 자기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의 

형성 및 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내면으로부터 소리에 

집중하고 ‘과연 그것이 진실한 나의 목소리인가?’를 

자문하고, 그에 답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가 바로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

로 테일러가 자기진실성을 추구하는 태도이다(Taylor, 

1991). 이처럼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은 ‘자기 내면의 진

실성’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Fig. 2>와 같이 자

아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자기 내

면으로 유입되는 ‘자기고유성’, 내면의 진정한 나와 마

주하는 ‘내면의 주관성’, 자신의 진실된 내면의 특성을 

표출해 내는 ‘포이에시스’로 도출할 수 있다.

 

2)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테일러는 자연주의나 공리주의에서 주장하였던 바

와 같이 세계가 세속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전사의 윤리

나 플라톤의 윤리에 따른 질적 구분은 이제 현대사회에 

알맞지 않다고 하였다(Taylor, 1991/2001). 현대사회에

서 인간의 운명은 어떤 고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

인 생산과 재생에 있다는 사실은 무시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테일러가 자연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하

는 부분은 ‘높은 가치로 여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하

는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 그들이 

부정했던 질적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

주의자와 공리주의자는 전사의 윤리와 플라톤의 윤리

가 질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들 또한 일상적 윤리를 전통적 윤리들로부터 구분 짓고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그들이 찾는 고차적인 것은 

일상적 삶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One's inner truth

Magnetic uniqueness       : Original me

Inner subjectivity  : The act of shifting one's attention to the inner or inner self

Poiēsis : Activities that create what humans need

Fig. 2. A concept of one's inner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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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방식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Jeon, 2016). 이

처럼 테일러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삶’은 생계를 이

어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속박의 장, 그 이상

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테일러의 자기진실성 

관점에서 우리 일상에서의 패션을 살펴보면, ‘나에 대

한 탐구’와 더불어 ‘나의 일상에 대한 탐구’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은 자

연주의(Naturalism), 자기표현의 긍정성(Positivity of 

self-expression), 실존성(Existentiality)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나’와 ‘외부’와의 관계도형으로 

표현하면 <Fig. 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자연주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 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삶

에서 무엇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이

해이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틀에 따라서 무엇이 선

하고 귀중한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찬

성하고 무엇을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우리는 개인의 틀 속에 있는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Jeon, 2016). 이

러한 개인의 틀은 역사나 문화에 따라 형태가 다를 뿐, 

늘 인간과 함께 있다. 심지어 그것이 분명하게 명시화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의식으로 그것을 느끼

고 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틀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

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 테일러는 이렇

게 삶에서 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됨’의 

밖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Taylor, 

1991, 2002). 좀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현대사회

에서 주된 정신적 질병으로 떠오른 자아 상실 또는 공

허함, 침체됨, 무력감, 목표 상실, 자존감 상실 등의 병

리적 현상들이 바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 틀을 벗어 났

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 예이다(Jeon, 2016). 

I

① Naturalism

③ Existentiality

② Positivity of 

self-expression

Society

Fig. 3. A framework of the 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긍정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나’다운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 행

위가 된다. 따라서 ‘나’를 만들어 온 그리고 내가 만들어

지는 그 일상 자체의 자연주의가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

(인정 또는 받아들임)이 되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 자기표현의 긍정성

Fredrickson(2001)은 기쁨, 만족, 예상되는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창의성과 관련된 정보 처리에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창조적 경험에서 겪는 정서적 

상태는 소위 일상 생활의 경험과 관련 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상태가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동기부여의 잠재

력을 지닌다(Csikszentmihalyi, 1996). Richards(2010)는 

일상적인 창의성은 완성된 제품의 결과물을 통해서 뿐

만 아니라 창의적인 프로세스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

법 및 과정을 통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일상적인 인간의 활

동은 흔하고, 무료하고, 어떤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창의적

으로 인식되는 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낀다

(Richards, 2010).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인 창의력은 일

반적인 선입견, 두려움 및 자기 관찰을 넘어 자기 자신

을 일상에 깊이 있게 연결시킴으로써 일상에 대한 새로

운 인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Richards, 2010).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는 자신의 평범해 보이는 일

상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다. 따라

서 매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는 패션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표현하는 방식은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키

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실존성

현대인들은 대부분 패션을 통해 개개인이 독립적으

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각

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지역과 시간, 거리를 넘나든

다(Lee & DeLong, 2017; Manzini, 2015). 일상의 삶에 

대한 확인적 긍정으로써 패션은 ‘지금 여기에 있음’과 

같은 현존하는 자신의 실체를 인지하는 수단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패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실존적 의

미로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진

실성의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 개념은 내가 바로 

‘여기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행위로 완성된다. 따

라서 패션에서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으로의 자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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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표현이며 지금의 나에 대한 

인정과 확인이다.

따라서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 개념은 자신의 평

범한 일상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연주의’, 일

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표현

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는 ‘자기표현의 긍

정성’, 여기 바론 있음을 확인하는 ‘실존성’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Fig. 4).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고간지

Beaudoin et al.(2003)에 따르면, 청소년은 다른 계층

에 비해 다수의 패션 채택자들의 브랜드 민감도가 현저

히 낮다. 또한 패션을 수용하는 수용자에서 혁신자로 

갈수록, 패션 수용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에 민

감도가 높아지는 일반적인 패션 채택 과정의 특성에서 

유일하게 예외적 특성(브랜드에 훨씬 덜 민감한 특성)

을 보이는 집단이기도 하다(Beaudoin et al., 200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10대가 테일

러의 자기진실성를 패션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가장 적

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아직 전문적인 패션 교육

을 받지 않은 고등학생들의 패션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

펴봄으로써 현대에 패션이 일반 10대 청소년들에게 어

떤 대상이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위

해 패션을 채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중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의 수준이 높

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참여하는 ‘고등학교 간지대회

(High School Ganzi Contest)’인 ‘고간지’를 주목하였

다. ‘고등학교 간지대회’의 축약어인 ‘고간지’는 ‘느낌’

이라는 뜻의 일본어인 ‘간지’와 고등학교의 합성어이

다. ‘간지’는 일본어에서 유래했지만 국내에서는 ‘느

낌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인터넷 은어이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션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간지

는 웹 예능으로 유튜브(YouTube), 네이버 TV를 통해 

방영된 유튜브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시즌1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이 대회는 13명의 고등학생이 패션 스타일로 겨루는 서

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1시간 분량의 메인 에피소

드 7개와 10분 이하의 클립 영상 100여 개로 이루어졌

다. 프로그램은 ‘웹툰 캐릭터 스타일링’, ‘뮤직비디오 

출연자 스타일링’ 등 매회 미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블랭크는 다작(多作)으

로 유튜브 시청자를 확보했다. 또한 2020년 3월에 시작

한 시즌2의 누적 조회수는 10대라면 ‘한 번은 본적 있

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인3천만 뷰에 이르렀다. 시청자 비

율은 18~24세가 45.7%로 가장 높았고 13~17세 19.7%, 

25~34세 16.2%로 그 뒤를 이었다(S. H. Kim, 2019). 서

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 고간지는 예선에 통과한 참가

자들이 여러 가지 미션을 거치면서 최종 한 명의 우승

자를 뽑게 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연봉 1억 원, 효도

벤츠, 자신의 브랜드 론칭의 기회가 주어진다. 진행은 

김희철, 시즌1의 심사위원은 레디, 한혜연, 박태일, 문

가비 였으며, 시즌2는 레디, 한혜연, 박태일, 스테파니 

리, 음혁진이 맡았다. 또한 최근 디지털 패션의 영역의 

확대와 함께 패션 앱(App)이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의 

패션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쉬워졌다. 이는 패션 정보, 

판매, 패션쇼에 대한 접근을 넘어 패션이 더욱 대중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

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Naturalism : Daily life experiences

Positivity of self-expression      : Self-awareness and expression

Existentiality : Exists here and now

Fig. 4. A concept of the 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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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고 있기 때문이다(Lee & Lee, 2019; Park & Ko, 

2014).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매체는 자기 익명성, 페르

소나의 표출 대상으로 사회적 부정적 현상들을 확대시

킨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Harnish & Bridges, 201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진실성을 판독하는 도구로 디

지털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체적인 의도에 의해 디지털 매체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서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의 개

념이 10대 청소년의 패션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분석의 대상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방영되었던, ‘고등학생 간지

대회’인 ‘고간지’에 시즌1과 2020년 3월과 4월에 있었

던 시즌2에 출연한 참가자들의 유튜브, 네이버 TV, 페

이스북(Facebook) 자료로 공개된 영상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간지’ 시즌1, 2 본선에 출연한 33명

의 전체 고간지 참가자들 중, 마지막 파이널에 진입한 

6인의 30개의 작품에 대한 스타일링과 착장 의도를 분

석하였다. 분석은 작품 제작 및 스타일링에 직접 참여

한 고간지 출연자들의 작품 설명 및 심사위원들의 작품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심사

위원들의 심사평에 제시된 핵심 단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틀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의 개념으로 <Table 1>과 같다. 자기진실성

의 개념은 ‘자기 내면의 진실성’과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기 내면의 진

실성은 ‘자기고유성’, ‘내면의 주관성’, ‘포이에시스’

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은 ‘자

연주의’, ‘자기표현의 긍정성’, ‘실존성’으로 세분화되

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Table 1>에서 제시된 단어

들에 따라 코딩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파이널 그

라운드에 진입한 시즌1과 시즌2의 참가자들의 30개

의 최종 미션 작품의 스타일링에 나타난 착장 의도를 

분석하여 10대들이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자기

진실성에 대한 미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IV. 결과및논의

1. 자기 내면의 진실성

1) 자기고유성

고간지에 출연한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스타일들은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고유성의 장’으로 마주했다. 즉 ‘나의 방식으로 내 인

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패션에서 자

기고유성의 개념을 참가자들은 자신의 창의적 스타일

링으로 담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은 외부를 향한 

참가자들의 개개인에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유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은 자기진실성의 ‘자

기 내면의 진실성’의 첫 번째 단계인 ‘자기고유성’의 

특징을 시즌1의 심수현과 시즌2의 강세준, 이유나의 

착장에서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시즌1, 르꼬끄 콜라보

레이션에서 심수현은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랜

 

Characteristic Contents Words

One's inner truth

Magnetic uniqueness Look inside, Inner, Look into my heart, Proceed, Be inclined

Inner subjectivity
Face me inside, Confront, Come face to face with, Reflection, 

Introspection, Self-examination

Poiēsis
Expressing the inside, Creative expression, Creation, Novel, 

Production, New, Unique, Make, Create, Build, Form, Write

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Naturalism
Everyday life, Ordinary life, Natural, Spontaneously, Mundane, 

Daily life, Familiar, Skilled, Accustomed, Experienced

Positivity of self-expression

Looking inside yourself positively, Favorite thing, Lovely thing, 

Happiness, Joy, Pleasure, Enjoyment, Delight, Hard, Dark, 

Depression, Gloom, Blues

Existentiality
I am now, Here, Exist, Be extant, Subsist, Living, In existence, Actual, 

Reality, Practice, A fact, The truth

Table 1. Frame for analyzing authenticity i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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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인 르꼬끄(Lecoq)를 동묘에서 구입한 브랜드가 없

는 옷들과 믹스 앤 매치하면서 심수현의 르꼬끄 룩을 

탄생시켰다(Fig. 5). 심수현은 르꼬끄의 스포티한 브랜

드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심수현의 르꼬끄 룩으로 

시선을 전환시킴으로써 심수현의 르꼬끄 룩으로의 확

실한 변화를 시도했다.

시즌2의 강세준과 이유나의 룩 역시 ‘자기고유성’을 

패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세준은 3라운드 미션, ‘자신의 브랜드 디자

인’에서 자신이 담아내고 싶은 것들의 단어 초성(Flim

필름, Prism프리즘, Universe우주, Garson소년)을 나열

하여 자신의 브랜드  ‘F.P.U.G(푹)’을 만들었다.  또한 그

는 직접 디자인한 그래픽 원단으로 제작한 인너웨어와 

젠더리스 화이트 슈트를 통해 자기 내면의 수많은 감정

들의 변화에 관심을 집중시켰다(Fig. 6).

이유나의 2라운드 결과물은 앵그리 짜파구리와의 

콜라보레이션 사파리 룩이다(Fig. 7). 올리브 그린과 블

랙, 레드를 믹스 앤 매치하여 트렌디 감성과 나의 10대

를 담아내는 2라운드 미션에서 이유나는 세상을 탐험

하는 10대 소녀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아우터와 워커

의 밀리터리한 느낌과 레드 컬러의 액세서리와 타이즈

로 펑키한 느낌을 믹스 매치했다. 기존 페티시즘 풍의 

펑크 룩을 올리브 아우터, 블랙 롱워커, 레드 선글라스

로 탐험가의 활동적인 느낌으로 연출하면서 자신만의 

소녀적 감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성을 표현한 참가자들은 

미션에서 주어진 제품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콘셉트 

이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색깔을 발견하는 과

정들을 자신의 패션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2) 내면의 주관성

내면의 주관성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 ‘나’ 

자신이 본연의 내면에 ‘나’를 마주하면서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패션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투영하는 수단 또는 ‘또 하나의 진

정한 나 자신’ 그 대상과의 진실된 상호작용으로 의미

를 갖는다. 이러한 패션의 내면의 주관성은 정하영의 

스타일링에서 찾아볼 수 있다(Fig. 8). 시즌2, 1라운드

에서 정하영은 카우보이 웨스턴 룩을 선보였다. 그녀

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카우보이 스타일을 더욱 극적으

로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웨스턴 룩의 상관성을 밀도 있

게 끌어냈다. 

패션을 통한 내면의 주관성은 시즌1, 임휘순의 파이

널 그라운드 스타일링에서도 잘 나타났다. 임휘순은 르

꼬끄와의 콜라보레이션 미션에서 르꼬끄 브랜드의 스

포티한 브랜드 콘셉트을 자신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자

신이 바라본 스포티함으로 전개했다(Fig. 9). 첫 번째 사

진은 자전거와 크로스 백을 함께 연출하면서 르꼬끄의 

브랜드 콘셉트을 부각시키면서 10대가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 웨어의 스타일링 화보를 선보였다. 두 번째 사

진은 자유로운 스타일링으로 르꼬끄를 홍보하는 콘셉

트으로 접근을 보여준다. 르꼬끄의 브랜드 컬러인 옐

로우를 액세서리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포인트로 살리

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일상의 스포츠 웨어로 접근했다. 

 

Fig. 5. Sim, Soo-hyun.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Fig. 6. Kang, Sei-jun.

Adapted from from Kim (2020b). 

https://tv.naver.com

           
Fig. 7. Lee, Yu-na (I). 

Adapted from from Kim 

(2020b). https://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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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final of Jung, Ha-young.

Adapted from Kim (2020a). https://tv.naver.com

세 번째 사진은 르꼬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

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 사진에서는 

10대의 풋풋함을 보여주면서 임휘순만의 색깔을 르꼬

끄 브랜드에 담아냈다. 이러한 임휘순의 스타일은 브

랜드를 자유롭게 다양한 각도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본 스포츠 웨어 브랜드, 르꼬끄를 다양한 색깔로 

풀어냈다. 이처럼 ‘내면의 주관성’ 측면에서 참가자들

은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패션을 ‘나 자신의 모습이 투

영된 대상’으로 바라고 있었으며 ‘나 자신의 내면의 모

습이 반영된 현실을 추구’하는 내면의 주관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Beaudoin et al., 2003).

 

3) 포이에시스

우리는 패션을 선택하고 스타일링하면서 자기 자신

의 내면에 있는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

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패션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것에 대한 모방을 넘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새로운 창조, 즉 포이에

시스이다. 이러한 모습은 유비와 이유나의 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시즌1의 유비의 파이널 미션은 르꼬

끄 아이템을 유비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

다. <Fig. 10>의 첫 번째 사진은 트렌치 코트 위에 반팔 

아노락을 레이어링하여 독창적인 새로운 룩을 선보였

다. 두 번째 사진은 옐로우 저지 티셔츠를 점프 슈트와 

함께 스타일링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하였

다. 유비 자신이 입고 싶은 르꼬끄로 아이템들을 접근

함으로써 작업복 느낌과 옐로우 저채도의 다크한 점프 

슈트를 감각적으로 매치시켰다. 세 번째 사진은 다양

한 컬러의 소품을 활용해 일상에서의 르꼬끄를 연출했

다. 유비는 모든 화보에서 르꼬끄가 가진 스포티함보

Fig. 9. The final of Lee, Hui-soon.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Fig. 10. The final of Ubi.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다는 자신이 실제 르꼬끄를 입는다는 시각으로 르꼬끄 

룩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룩으로 표현했다.

이유나의 1라운드의 작품은 꽃과 다양한 관계를 맺

는 사람들을 꽃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담

아냈다. 이유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자신의 모습

인 러블리한 감성을 레이스와 체크 패턴으로 재해석함

으로써 새로운 느낌의 귀엽고 여성스러운 레이어링 룩

을 연출했다. 이유나가 선택한 7명의 모델은 1) 꽃을 좋

아하는 사람, 2) 꽃을 사는 사람, 3) 자기 자신이 꽃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 4) 돈을 버는 사람, 5) 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 6) 꽃으로 찾아 든 곤충, 7) 꽃보다 다른 식물

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꽃이 가진 표면적 

화려함을 레이스와 체크를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여기

에 미니멀한 슈트 착장을 응용하여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했다. 이유나만의 소녀적인 감성은 레이스, 러플, 

플리츠, 체크, 쉬폰을 다양한 아이템에 믹스 앤 매치하

여 독특하면서도 비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새롭게 표현

했다(Fig. 11).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예술 작업인 포이에시스는 

패션을 통하여 10대들이 자기 내면의 모습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독창적인 새로움’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특

징을 보였다. 따라서 포이에시스는 패션을 통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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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final of Lee, Yu-na.

Adapted from Kim (2020a). https://tv.naver.com

‘나’다운 나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옷을 선택하고 스타일링함으로써 포이에시스, 

즉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

2.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

1) 자연주의

패션을 통한 자연주의는 일상의 표현, 친숙함, 자연

스러움에 대한 수용이다.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이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전개된 패션은 시즌1, 2에 참

가한 대부분의 룩에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스

타일링이나 작품을 고민할 때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자

신의 일상으로부터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시즌1에서 유비의 <Fig. 12>는 쇼윈도 앞에서 후디

를 착용하고 촬영한 모습은 10대들 자신의 일상에 모

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자신의 평소 이미지

에 르꼬끄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스타일링

하였다. 시즌2에서 정하영과 이유나의 브랜드 런칭 미

션을 살펴보면, 이들의 브랜드의 출발이 사소한 자신

의 일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하영은 3라운드 브랜드 

런칭 미션에서 일상적인 감성과 도전적 감성을 조합한 

브랜드를 런칭했다. 아이디어의 출발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 ‘바우’였다. 그녀는 바우의 모습을 그래

픽화하여 로고 사용하고 반려견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명칭을 ‘바우(BOW)’로 정했다(Fig. 13). 이러한 일상에

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모습은 이유나의 3라운

드 미션에도 적용됐다. 이유나는 자신이 평소 가장 즐

겨먹는 과일인 포도에서 영감을 얻어 ‘해피 그레이프

(happy grape)’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17살 생일 케이

크의 각양각색의 화려한 5단 케이크가 연상되는 데일

리 파티 룩을 선보였다. 자신의 브랜드 ‘해피 그레이프’

의 콘셉트에 맞게 다양한 소재의 비비드한 레드 컬러의 

티어드 스커트에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올려 수

공예적인 멋스러움을 10대 소녀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Fig. 14). 

2) 자기표현의 긍정성

패션은 자신을 발견해가는 ‘자기발견을 통한 표현

성’의 장이기도 했다. 시즌1의 심수현의 르꼬끄 콜라보

레이션 미션은 자기발견을 통해 자신의 참된 모습인 

‘자기표현의 긍정성’을 발견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가

장 잘 보여준다. 심수현은 옷을 스타일링하는 과정을 

Fig. 12. Ubi (I).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Fig. 13. Jung, Ha-young.

Adapted from Kim (2020b). 

https://tv.naver.com

          Fig. 14. Lee, Yu-na (II). 

Adapted from Kim (2020b). 

https://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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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상을 꿈꾸는 자신의 모습과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연출했다. <Fig. 15>의 첫 번째 사진은 

옐로우 저지와 엔지니어드 스커트와 팬츠를 레이어드

하여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상상 속에 자신 원하는 모

습을 연출했다. 두 번째 사진은 원하는 모습으로 꿈을 

이룬 나, 세 번째 사진은 모든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기 

직전의 나, 네 번째 사진은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온 나의 모습을 평소에 자신이 입는 옷들과 함께 

스타일링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수

현은 브랜드가 가진 원래의 콘셉트보다는 ‘심수현’ 자

신의 스타일로 르꼬끄 브랜드를 재해석하기 위해 시도

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실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

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고간지 미션에서 ‘자기발견을 통한 표현성’을 보여

준 또 다른 참가자의 작품으로는 시즌2의 강세준의 

1라운드 작품이다(Fig. 16). 강세준은 ‘꽃과 나’를 주제

로 자기발견의 과정을 표현했다. 꽃을 컨셉으로 아름

다운 외형을 가진 꽃이 어두운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

을 보면서 화려한 외모와 상반된 자신이 가진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소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과정을 통해 화려한 꽃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어려움과 어두운 내면의 모습

을 컬러에 반영하여 화이트와 블랙이 대비를 이룬 아이

템에 접목하여 스타일링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자기표현의 긍정성’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

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매체로 표현했다. 이는 현재의 

자신을 투영하고 이를 통해 기쁨, 희망, 즐거움 등의 긍

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우울함, 어려움, 힘듦 등의 부

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진실되게 마주함으로써 진실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실존성

고간지에 참가한 10대들이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이 미션을 통해 보여준 참가들의 패션은 의외로 굉

장히 현실적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패

션 그리고 화려한 영역으로 일반화되어진 패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오히려 ‘실제’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

들의 미션을 이행하는 동안 각자 자신에게 주어질 ‘일

상적 삶에 대한 확인’으로 회귀했다. 이는 일상의 삶에 

대한 실존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존성은 ‘나 자신의 

존재성’, ‘나 여기 있음’을 인지하거나 이를 더 확실하

게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즌1의 심수현<Fig.  

17>, 유비<Fig. 18>의 르꼬끄 콜라보레이션은 자신의 

일상의 삶의 회귀로 귀결된다. 그들은 패션 역시 삶의 

한 부분이고 일상에 동반자로 바라보는 듯하다. 

10대들에게 패션은 그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표

현하는 자신의 삶에서 실존하는 ‘나’를 보여주는 주요

한 자기표현의 장이다. 10대들에게 있어서 패션은 단

순히 고가의 화려한 브랜드의 차용이나 기성세대에 대

한 단순한 모방과 추종이 아닌 ‘자신에 대한 확인’ 그리

고 현존 바로 ‘여기 있음’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논의

패션은 인체에 착용되는 방식을 통해 착용자의 ‘자

아’ 또는 ‘자기정체성’을 보여준다. 패션과 자기정체성

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

다(Craik, 2003; Kaiser, 1990; Lee & Lee, 2015; Rawlins, 

2006). 이는 패션의 역할을 ‘나 자신을 행하거나’나 ‘나 

자신의 실현을 추구’하는 내면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장으로 보는 관점이다(Beaudoin et al., 2003). 본

연구에서 고간지 최종 참가자들은 미션을 이행해 나가

 

Fig. 15.  The final round of Sim, Su-hun.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Fig. 16.  The 1st round of Kang, Sei-jun.

Adapted from Kim (2020a). https://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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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im, Soo-hyun.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Fig. 18. Ubi (II).

Adapted from D. Y. Kim (2019). https://tv.naver.com

는 과정을 통해 ‘패션’이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

아’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새로운 자아’, ‘자신이 되

고 싶은 모습’, 그리고 가장 자기 자신다운 ‘본연의 모

습’을 표현하는 장임을 보여주었다. 10대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과 

새로 발견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각자 자신만의 패

션 스타일로 선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기존에 상용

화되고 있었던 브랜드의 이미지나 아이템의 사용용도

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경계 역시 넘나들었다. 이처럼 참가자

들에게 패션은 자신을 닮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

상’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아내는 장이 되었다. 10대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은 디자이너 자신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재탄생됨으로써 다채로운 형태의 다양성

(Plurality)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가자들의 결과물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유일하고 독특한’ 독자적인 형태로 표현되

었다. 최종 작품은 미션에 참여한 참가자들 각자가 가지

고 있는 각자의 색깔을 그대로 담아냈다. 이러한 과정

은 이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본인답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독자성(Originality)’이다(Song, 2015; 

Song & Kwak, 2016; Taylor, 1991/2001). 참가자들은 

독자적인 패션을 통해 자신의 솔직함을 용기있게 드러

냈다. 왜냐하면 독자성은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ong, 2015).

참가자들은 미션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기억

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바람들을 자신의 

패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자기 내면

을 깊숙히 탐험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자신이 행복

했던 기억,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본질, 그리고 내면

의 슬픔에 직면하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었다. 이를 통해, 10대 디자이너의 패션은 자신만의 새

로움인 ‘창의성(Creativity)’으로 표현되었다. 참가자

들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의 소

재, 질감, 색감, 디테일과 만나 새로운 완성된 패션으로 

재탄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간지 참가자들은 자

신의 ‘패션’을 통해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표현함으로

써 가장 진실된 자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

다. 이는 패션이 담아내는 ‘도덕적 이상(理想)’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이를 표현하

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본연의 어떤 것’이 바로 패션을 통해 표현될 때, ‘자기

진실성’ 본연의 개념인 ‘자기 내면에 대한 진실성’이며 

이는 ‘자기고유성’, ‘내면의 주관성’, ‘포이에시스’이다.

이는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삶에 모델은 오로지 ‘나’ 자

신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의 일상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자연주

의’, ‘자기표현의 긍정성’, ‘실존성’을 통해 확립될 수 있

다. 그 결과 자아는 패션을 통해 가장 독특한 개개인의 

모습을 담은 형태로 등장하게 되고 이는 독자적이며 창

의적인 가치와 만난다(Fig. 19). 따라서 패션에서 자기

진실성은  다양성, 독자성, 창의성의 세 가지 미적 가치

로 나타났다. 무언의 추상적 ‘자아’의 개념은 패션을 통

해 구체적인 ‘실체’로 현실화되었으며, 자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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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bout everyday life

• Naturalism

• Positivity of self-expression

• Existentiality

One's inner truth

• Magnetic uniqueness 

• Inner subjectivity

• Poiēsis

Authenticity

Plurality, Originality, Creativity

Fig. 19. The aesthetic value of authenticity in fashion.

실체를 통해 무형의 관념을 다양하고 독자적인 창의성

으로 나타났다(Lee, 2009). 이처럼 고간지 참가자들은 

패션을 통해 가장 진실된 자아와의 만남을 경험하고 자

신만의 고유성을 담은 창의적인 작품으로 선보였다.

V. 결   론

아재패션, 놈코어, 힙스터 고간지 등으로 현대사회

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과 수용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또

한 패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Craik, 2003). 이와 함

께 디지털 매체의 확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TV, 

블로그, SNS, 앱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보급이 

보편화됨으로써 패션은 더욱 빠른 속도로 대중 속으

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혁신과 창의성은 한국 

패션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DeLong, 

2015). 그렇다면 혁신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패

션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는 패션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aiser,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규범과 자율 복장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지 않은 10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바라

보는 패션은 무엇이며, 테일러의 자기진실성이 그들의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기진실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접촉하여 내가 지

켜나가야 할 삶의 모델로 ‘나 자신의 내면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모습을 명

백히 표현해 냄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

다. 자기 내면의 진실성을 표출하는 행위는 현대사회

에서 패션의 역할과 유사하다. 고간지에 출연한 참가

자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스타일로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

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패션에서의 자기진

실성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패션이 담아내는 ‘도

덕적 이상’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바

로 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본연의 내면에 어떤 

것(자기고유성, 내면의 주관성, 포이에시스)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나의 삶, 내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모델은 오

로지 나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나

의 삶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일상을 인정하고 받아들

이는 작업(자연주의, 자기표현의 긍정성, 실존성)을 통

해 구체화되고 비로소 패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로 

표현되었다. 또한 ‘고간지’ 시즌1, 2에 참가한 참가가

들의 30개의 파이널 작품을 분석 결과, 패션에서의 자

기진실성은 자기 내면의 진실성(자기고유성, 내면의 

주관성, 포이에시스)과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성(자연

주의, 자기표현의 긍정성, 실존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단지 소비의 장

으로 여겨져 왔던 기존의 관념을 넘어 자기 내면을 탐험

하고 자기 존재의 실존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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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패션은 이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된 모

습을 표현하는 통로가 될 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진정한 나 자신’을 보여주는 대상이 될 때 ‘다양성’, 

‘독자성’, ‘창의성’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패션의 역할은 ‘너 자신의 것을 행하는 

것’이거나 ‘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장으로 확

장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고 수용하는 착용자의 주관

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패션

은 자신의 주관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

양하고 독창적이며 이를 수용하고 채택하는 과정을 통

해 창의적인 경험이 가능한 무한의 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진실성을 찾는 행위는 최근 현대사

회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유적 측면으로도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이 ‘도덕적인 성품이나 세속

적인 성공, 실패 등의 외재적 가치기준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 요구나 규범에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것’을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삶’, ‘더 진실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함

으로써,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한국사회에서 형

성된 패션에 대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들이 바

라보는 패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에서

의 자기진실성에 대한 탐구는 패션에 대한 창의적 접

근을 위한 또 하나의 해법을 제공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결과를 모든 일반

인에 대한 해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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