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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패션사진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표현특성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나서부터 패션과 페미니즘의 관계는 늘 

충돌되었다. 패션은 여성의 자아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

으로 여성성을 발현하므로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여성성을 구속

한다는 이유로 배척되기도 하였다. 페미니즘 이론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충

돌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면서 변화 되었는데 최근의 3세대 페미

니즘 연구에서는 여성 개개인의 차이에 주목하여 다양한 차이들을 포용하는 

동시에 소외받았던 다양한 민족, 문화, 성 정체성 등에 관심을 드러낸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여성성을 이해하며 패션사진의 여성이미

지 표현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3

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을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태리와 미국의 『보그

(Vogue)』를 중심으로 현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은 파울로 로

버시(Paolo Roversi). 피터 린드버그(Peter Lindbergh), 스티븐 마이젤

(Steven Meisel)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0사이의 에디토리얼 패

션사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

다. 즉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핵심으로 다룬 1세대 페미니즘, 백인 중산층 학자들로 구성되어 남성과 여

성의 이질론을 강조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상응한 권리를 주장하였던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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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이라는 집단을 단일 개념으로 취급한 2세대 페미니즘

을 반대하여 여성들 간의 차이를 논의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에서 비

롯된 3세대 페미니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을 3가지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는데, 첫

째는 개인적인 여성들의 차이를 주목하여 다양한 여성성을 추구하는 ‘여성

성의 다면화’이고, 둘째는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여 그 특수성을 인

정하는 ‘지역·문화의 다양화’이며, 셋째는 성적 정체성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을 담론에 포함시킨 ‘성적 소수자의 수용’으로 나누었

다.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에 근거하여 패션사진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3세

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적극적인 여성이미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동적

인 입장을 탈피하고 복종이 아닌 권력의 주체로써 여성의 해방, 권리를 표

현했다. 둘째는 ‘강건한 여성이미지’로서 독립적이고 강건한 이미지를 추구

하여 남성권력에 대해 도전하고 위협했다. 셋째는 ‘다문화적 여성이미지’로

서 유색인종과 다른 문화·지역간의 차이를 완화시키고 이중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추구한다. 넷째는 ‘동성애적 여성이미지’

이며 능동적으로 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추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3세대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의 여성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 문화를 통하여 표현되어 수용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

여 새로운 여성이미지를 창조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3세대 페미니즘, 패션사진, 표현특성, 여성이미지, 여성성

학  번 : 2010-24164



- iii -

목     차

제 Ⅰ 장  서 론 ·····························································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3. 연구의 흐름도 ·············································································   7

      

제 Ⅱ 장 페미니즘과 패션사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1. 페미니즘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1) 페미니즘의 개념 ··································································  8

    2) 페미니즘에 대한 사적 고찰 ·················································  11

2. 3세대페미니즘의 특성

    1) 여성성의 다면화 ····································································  17

2) 지역·문화의 다양화 ·······························································  23

3) 성적소수자의 수용 ································································  26

3. 패션사진의 역할과 형식

    1) 패션사진의 역할 ····································································  29

    2) 패션사진의 변화 ····································································  33

    3) 패션사진의 형식 ····································································  45

　　

   



- iv -

제 Ⅲ 장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  49

1.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    

    1) 여성성의 다면화 ····································································  52

2) 지역·문화성의 다양화 ···························································  64

3) 성적소수자의 수용 ································································  68

2.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

    1) 적극적인 여성이미지 ····························································  74

    2) 강건한 여성이미지 ································································  75

    3)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  77

    4) 동성애적 여성이미지 ····························································  78

   

제 Ⅳ 장  결 론 ····························································  80

참고문헌 ··········································································  84

사진출처 ··········································································  89

Abstract ··········································································  91



- v -

표   목  차

<표 1>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과 키워드 ······································   28

<표 2> 패션사진 분류과정과 분류기준 ··········································   50

<표 3> 3세대페미니즘의 표현특성과 이미지 ·································   72

<표 2> 3세대페미니즘의 외적표현 및 내적의미 ···························   79

그  림  목  차

<그림 1> 패션사진과 사회적 영향력의 구조도 ·····························   30

<그림 2> 패션사진의 표현형식을 분석하는 틀 ·····························   48

사  진  목  차

<사진 1> Richard Avedon ·····························································   39

<사진 2> Helmut Newton ·····························································   39

<사진 3> Steven Meisel ‘In Grade Stile’ ······································   56

<사진 4> Steven Meisel ‘Shy Shy... Hush Hush’ ······················   56

<사진 5> Steven Meisel ‘Meiselpic’ ···············································   56

<사진 6> Steven Meisel ‘Super mods enter rehab’ ···················   56



- vi -

<사진 7> Steven Meisel ‘Defiant Visions’ ····································   61

<사진 8> Steven Meisel ‘The Dunes’ ···········································   61

<사진 9> Peter Lindebergh ‘Pretty Alien’ ····································   61

<사진 10> Steven Meisel ‘Make love not war’ ·························   62

<사진 11> Steven meisel ‘Mr. Ford Returns’ ·····························   62

<사진 12> Peter Lindbergh ‘Mannish Allure’ ·····························   62

<사진 13> Steven Meisel ‘How to Dazzle’ ·································   62

<사진 14> Steven Meisel ‘Three Women’ ···································   63

<사진 15> Paolo Roversi ‘Kirsi Pyrhoen’ ····································   63

<사진 16> Steven Meisel ‘super mods enter rehab’ ··················   63

<사진 17> Peter Lindbergh ‘Le Havre’ ········································   63

<사진 18> Steven Meisel ‘Champagne Furs’ ·····························   67

<사진 19> Steven Meisel ‘Champagne Furs’ ·····························   67

<사진 20> Peter Lindebergh ‘Naomi Campbell’ ························   67

<사진 21> Steven Meisel ‘Modern Luxe’ ·····································   67

<사진 22> Steven Meisel ‘Serviced’ ···············································   70

<사진 23> Paolo Roversi ‘In a Poetic Mood’ ····························   70

<사진 24> Steven Meisel ‘All tomorrow's Parties’ ·····················   70

<사진 25> Paolo Roversi ‘In a Poetic Mood’ ····························   71



- 1 -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막스 베버(Max Weber)1)는 현재를 포함한 역사를 통틀어 양성간의 관

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고 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동안 

정치, 군사, 과학, 예술 등 역사적인 모든 기록에서도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입장은 항상 누락되었고 패션의 민주화가 시작되어 하위문화가 주목을 받았

을 때까지도 여성은 펑크나 히피족들과 밤거리를 함께 어울려 다니는 부수

적인 존재로 치부되었다.2) 여성적(female)과 남성적(male)이라는 기질은 남

성의 생득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에게 ‘순응’이라는 

기질을 부여하여 교묘하게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는 이를 내면의 식민화라고 하였고3) 이 식민화에 의해 여성들은 심

리적인 억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이에 비롯된 것이 페미니즘이

이다.

  페미니즘이란 한 성(性)에 의해 다른 한 성이 일방적으로 억압되어 온 것

에 대한 저항과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4) 단순히 남성을 대립자로 여

겨 남성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고통을 고발·폭로하여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중립적인 입장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사회전면에서 왜곡되고 무시되어온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남성중심의 논리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1) Kate Millett, 김전유경 역(2009), 성정치학, 서울:이후, pp 74.
2) Joanne Entwistle(2000), Fashioned Body, Polity Press, pp 136.
3) Kate Millett. 위의 책, pp 83~87.
4) 장미경(1996),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서울:문원,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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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경험과 창조적인 힘

으로써 여성을 부각시켜주었다. 

  패션은 자아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여성성을 발

현한다는 특징들은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패션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받아왔

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성의 개념은 관습과 패션

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듯이5) 코르셋의 폐지와 바지의 착용과 같은 의복

행동은 페미니즘의 입장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페미니즘의 중

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패션사진은 패션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상미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패션사진을 통해 여성의 성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션사진은 한시대의 사회적 이념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패션사진에 페미니즘에 관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연구한

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의 발전과정은 3가지 나뉘는데,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까지의 1세대 페미니즘(First Wave Feminism), 사회에 큰 변화와 

이슈를 불러 일으켜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20세기 중반을 거쳐 대대

적으로 일어난 2세대 페미니즘(Second Wave Feminism)과 이를 바탕으로 

발전되고 변화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로 구성된 3

세대 페미니즘(Third Wave Feminism)으로 분류할 수 있다. 

  3세대 페미니즘이론과 패션에 관련 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혜은과 

태혜숙은 3세대페미니즘의 퀴어 이론과 흑인여성이론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6)7) 이지현과 김순자는 패션에 나타난 레즈비언 페미니

5) Caroline&Minna Thornion(1989), Women & Fashion, A New book. pp. 6.
6) 전혜은(2011),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한국영미

문학페미니즘학회, Vol.19, No.2.
7) 태혜숙(1999), 흑인 페미니즘 이론에서의 ‘몸’,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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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과 사이버 페미니즘을 관찰하였으며8)9), 신수옥은 다원주의적·해체주의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성 논리에 관한 복식의 특성을 연구하였

다.10) 

  페미니즘은 3 세대에 거쳐 여성성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고, 주요쟁점

과 특성은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기존의 패션분야 연구들은 세대별 구

분이 없거나 3세대 페미니즘을 다루었지만 단편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두어 

포괄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3세대페미니즘에서 비롯된 여성이미지

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패션사진은 패션과 여성이

미지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페미니즘의 여성성을 살피기에 

적합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

즘이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의 이미지를 고찰

하려고 한다. 

  따라서 남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에 의해 해석되고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의 관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세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하며, 현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발판

을 제공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8) 이지현(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
로 -. 한국복식학회지. Vol. 57. No.1, pp 11~23

9) 김순자(2011). 패션에 표현된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1. pp 89~103.

10) 신수옥(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성논리'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류산업학회지. vol.1. No.1. pp.218~230.



- 4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3세대 페미니즘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고찰 한

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표적인 사진작가를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 속에 나

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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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패션사진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과 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Ⅱ장에서 

사회와 문화에 관련된 서적과 여성학에 등장하는 페미니즘이론에 관련한 서

적을 통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3세대 페미니즘은 1세대, 2세대 페미

니즘이 간과했던 문제를 수정하거나 포용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3세대 페미

니즘을 논의하기에 앞서 1세대, 2세대 페미니즘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1세대, 2세대 페미니즘에 대해 정의하고 특성을 고찰한 후 3세대 페미

니즘을 여성들 간의 차이에 근거하여 여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역과 

문화에서 비롯된 차이, 성 정체성에 대한 차이에 관해 이론을 유형별로 나

누어 페미니즘의 특징을 살펴본다. 동시에 패션사진의 사회적인 의미와 전

개, 발전 및 구성과 표현형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패션사진에서의 페미니즘

에 관한 표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패션사진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에 대해 고찰한다. 패션

사진의 연구 범위는 패션사진계에서의 영향력과 수상경력, 인지도 및 언론

과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3대 패션작가’로 불리고 있는 피터 

린드버그(Peter Lindbergh), 파울로 로버시(Paolo Roversi), 스티븐 마이젤

(Steven Meisel)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작품은 세계 곳곳의 많은 패션잡지에 기재되고 있는데, 잡지별 특성이 각각 

다르고, 동일한 잡지라 해도 국가별로 추구하는 이상미가 다름에 따라 차이

를 보이므로 일관된 연구를 위해서는 잡지와 국가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잡지의 인지도, 시장점유율, 영향력과 세 작가가 

공동으로 기재되고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미국과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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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그(Vogue)』선정을 하였고 범위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정하

였으며 패션사진 유형은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 패션사진은 두 차례의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

택되었고 선택된 사진에 근거하여 페미니즘의 표현특성과 여성이미지의 연

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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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페미니즘과 패션사진의 이론적 고찰

1. 페미니즘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1) 페미니즘의 개념

   Oxford 사전에 의하면 페미니즘은 라틴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Femina’

에서 파생된 단어로써 본래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

였지만 서구 근래에 와서는 양성평등 이론이나 여성 권리를 위한 운동을 가

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페미니즘의 정의는 주장하는 사람

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

이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이나 고통에 대한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가부장제의 철폐, 

성별분업폐지, 성 차별적 조건의 개선, 섹슈얼리티 부분에서의 성적 자율권

과 주체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11)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남성과 경쟁하고 투쟁하

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는 것이

다. 페미니즘이 지향하였던 ‘남녀평등’은 최근에 들어 ‘양성평등’12)으로 바

뀌었으며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며, 여성과 여성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

등, 남성과 남성의 갈등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13)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11) 이혜숙(2010), 여성과 사회, 경상대학교 출판부, pp 285.
12) 여성부의 영문 표기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여

성’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닌 ‘젠더’, 즉 양성에 초점이 맞춘다.
13) 조희원(2005). '차이'의 논의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여성들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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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들은 양성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남성 중심적 세계관

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남성에게 부여되는 우월성은 교육과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변화를 촉구한다

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을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인 

문화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했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며 주장하고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여성의 의미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즉, 페미니즘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을 실질적

인 문제들에 접목시켜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여성의 인간적 존엄과 

권리회복을 위해 문화적 편견을 거부하고 억압의 이유를 해결하고 변화시키

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로즈마리 통(Rosemarie Tong)은14) 페미니즘 이론

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이론 내지 관점이며, 각각의 이론 내지 관점은 

여성의 억압상태를 묘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며 여성해방을 위해 

미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정치권력 행사의 배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의 서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국민의 자유와 동등한 개인을 추구

하였다. 하지만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은 언제나 남성이었고, 여성은 남성보

다 덜 합리적이고 정서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결정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음과 동시에15) 공식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 배제되었다. 페미니즘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오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위해 정치, 사회 등 분야에서 여성권리를 주장했을 뿐만 아

니라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억압하여 오던 코르셋을 폐지시키고, 과도한 장

14) Tong. Rosemarie, 이소영 역(1989), 페미니즘 사상, 파주:한신문화사, pp 1.
15) Jane Friedman, 이박혜경 역(2002), 페미니즘, 서울:이후.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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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거부하며, 여성의 치마 대신 남성들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바지를 착용

하면서 남성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질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특질을 공유 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랐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특질을 거부하고 남

성의 특질을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더욱 비하하는 행위라고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difference)를 강조하는 이질론이 대두되

었다. 이는 여성이 결코 열등하지 않은 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의 고유

한 특질을 더 부각시켜 차이를 강조하기에 이른다.16) 이 차이는 복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여성들은 육감적인 신체특징을 잘 부각시켜주는 감성

적이고 관능적인 글래머룩이나 섹시룩으로 반영되었다.

  이 논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모순에 봉착된다. 지금까지의 여

성이라는 범주는 하나의 동등한 특징을 갖춘 범주로써 남성과 대조적인 관

계에 있을 시 에만 그 차이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사회 계급집단별 차이, 

나라와 문화에 따른 차이, 빈부에 따른 차이, 인종별 차이, 성적 편향의 차

이가 갖는 여성의 특수성은 이 ‘차이’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

다. 제한적이었던 여성이라는 범주는 끝내 해체되고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차이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문화·지역·인종 등에 따른 개개인의 특수하고 

독특한 취향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페미니즘은 차이에 대한 논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주장되

고 있다. 

16) 조희원. 위의 논문, 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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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페미니즘에 대한 사적 고찰

   폐미니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들

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작업으로서 그 연구는 연구자의 지역별 특성이나 

한 사회의 역사 문화적 여건 혹은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 할 만큼 플라톤(Platon)의 영향력은 각 학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성의 공적인 자리의 참여를 처음 주장한 사람도 

플라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페미니즘 사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논쟁은 수 세기동안 계속 되었지만 18세기 까지는 이

론 뿐 이었으며 여성의 공적인 권리의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다. 근대에 와

서부터 남녀에 대한 가치관은 중세에 비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속성은 부드럽고 수동적이며 온순하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

는 권력투쟁과 같은 일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며17) 이러한 시각으로 인

해 진정한 평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페미니즘은 3 세대로 나누어 설명이 되는데 1세대 페미니즘은 참정권과 

노동권익에 대한 권리를 제기했던 1840년부터 1920년까지의 인본주의 여성

운동이며. 계몽주의와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정치참여 권리에 대한 남

성과의 평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었다. 하지만 참정 권리를 획득한 뒤에도 여

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고 여성의 위치와 주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제

기 되었다. 2세대 페미니즘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백인 중산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성과 여성

의 고유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출발한 여성운동이었다. 여성이라는 집

단을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취급한 2세대 백인여성에 반하여 여성들 간의 

17) Jane Friedman, 위의 책,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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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논의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3세대 페미니즘

이다. 

  페미니즘 이론은 사회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론이나 사상과 맥을 함께 해

왔는데,18) 3세대 페미니즘도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의 영

향을 받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범주의 해체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양한 

‘차이’에 의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시대마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전체 생활환경까지 지

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페미니즘도 각 시대, 지역, 문화권에 따라서 다양하

게 정의될 수 있고 그 시대의 다른 사상들과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3세대 

페미니즘을 논의하기에 앞서 1세대, 2세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페미니즘

   1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맥을 잇는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

르크주의 페미니즘이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 

사상을 탄생 시켰고 페미니즘은 이를 수용하여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주장하

였다.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은 가장 전통적이고 현대 페미니

즘의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서 사회적인 자율성을 행사하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자유주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9)

  프랑스혁명을 통해 부여 받은 인간으로서의 평등의 권리는 여성에게 적용

되지 않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에 기초하여 월스톤크래프트(M. 

18) 조희원, 위의 논문. pp 4.
19) 이정희(2005), 자유주의페미니즘엣 제3세계 페미니즘까지, 한국비평문학회, vol.-, 

No.19, pp 198.



- 13 -

Wollstonecraft)20), 밀(J. S. Mill), 프리단(B. Friedan) 등은 남녀평등, 여성

의 권익신장을 내세우고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기회의 불균형, 

관습, 법, 제도상의 성차별에서 찾아야 하며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인권을 가

진 자유로운 존재임을 부상시키고 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여성의 문제를 분석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Marx Feminism)은 사유재산이 발달 될수록 공사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여성의 가사노동은 더 고착되며 여성의 가치는 더 낮아지므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가사기능의 사회화를 주장하였다.21) 즉, 여성 억압을 사유재산제

와 가부장제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여 여성해방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적 관계의 철폐에서 온다고 믿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대표 이론가

는 베빌(A. Bebel), 제트킨(C. Zetkin) 등이 있으며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여성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하여 이론화 하였

다22). 그들은 여성의 열등성은 생물학적 출발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본에 의

한 지배라고 하여 사회계급에서 여성의 성차별의 형성과 재생산 문제에 대

해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마

르크스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젠더를 구분하고, 생물학적 

성을 정치적인 것과 연관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

하다. 하지만 인간본질의 생물학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자유주의

와 근본적으로 차이난다.23)

20) 최초의 여성인권주의자이며 1792년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라는 선언서를 통하여 여성의 권리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의 체계적인 도입과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의 주장은 획기
적이었으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의 영향을 받
은 중산층 백인 여성들의 의식개혁 소집단모임인 ‘전국여성기구’가 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21) 장미경, 위의 책, pp 21.
22) 이혜숙, 위의 책, pp 23.
23) 한은경·이동후(2003), 미디어의 성(性)과 상(像), 파주:나남,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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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세대 페미니즘은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만 추구했으며,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결여된 채 소수의 특정 집단

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중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마르크

스주의 페미니즘은 계급의 관점으로만 파악한 채 가부장제 권력에 의해 생

기는 성 억압적 측면은 간과하였다.  

  (2) 2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은 1945년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가 

『제2의성(The Second Sex)』을 출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24) 1960년

대부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1

세대 페미니즘이 사회 보편적인 범주 내에서 남성들이 지닌 권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평등, 균등, 보편성을 강조했던 운동이었다면, 2

세대 페미니즘은 남녀의 이질성에 관심을 뒀으며, 있는 그대로의 남녀의 차

이를 인정하여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음을 확립해 나갔고 법이나 제

도, 노동보다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 즉, 출산, 섹슈얼리티, 성, 문화 등

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이론에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등이 있다. 

  급진주의는 현존하는 제도에 대해서 과격하고 즉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과 사상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변화시키려

는 성격을 띠고 있다. 급진주의는 페미니즘이론과 결합되어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항하며 투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이론가는 엠마(G. Emma), 파이어스톤(S. 

Firestone), 밀레트(K. Millet). 리치(A. Rich), 자딘(A. Jardin) 등이 있다. 

24) Judith Lorber. 임소희·임혜련·정광숙 역(2005), 젠더 불평등, 서울:일신사,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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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유주의 여성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이 모두 여성 고유의 문

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25) 생물학적 차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억압을 초래하게 만들었음을 주장하고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단지 법적 제도화의 변화나 계급적 억압의 철폐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의 체제 자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정면 도전하고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주장으로써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다.26) 그들은 무시되고 왜곡

되어 온 여성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페미니즘 초반

에는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된 대우와 같은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목소

리를 높혔고, 차츰 문학,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창조적인 힘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여성을 부각시키면서 페미니즘 이론 전개와 발전에 크

게 기여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주의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이질론을 인

정하지만,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급진주의 시각을 비

판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이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행의 역사적, 

사회적 변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보편적 현상보다는 사회적 관

계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개념화 시키고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

운 정치나 경제적  분류범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따라서 오직 평등만 추구했던 1세대 페미니즘보다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

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계층과의 현실적 거리감과 그들과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25) 장미경, 위의 책, pp 27.
26) 이혜숙, 앞의 책, pp 23.
27) 한은경·이동후. 위의 책 p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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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198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고 1990년대 초

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세대 페미니즘은 백인여성 중

심의 2세대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이분법적인 대립에 도전하는 주류에서 벗

어난 페미니즘이며28) 인종·국적·민족·종교·문화적 배경 등 정체성 차이에 주

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포용하고,29)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범주

보다 다양하고 개별적인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지니는 특수성에 대해 성찰 

하려는 노력들로 시도되었다.

  3세대 페미니즘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고 여러 갈래

의 해결방안이 제기되어 나름대로 여성의 억압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들

이 속출되었다. 3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은 2세대 페미니즘 이론연구에

서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성들이며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

해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객체로 간주하여 그 차이점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

추었다. 이에 대한 연구들에는 퀴어 이론, 인종차별의 철폐, 반 식민이론, 

개인주의, 트랜스젠더 정치, 여성의 파워, 에코 등이 포함된다. 

28) Judith Lorber. 앞의 책, pp 29.
29) Tong, Rosemarie (2009).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Third ed.). Westview Press. pp.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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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

   본 절에서는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을 개인적인 여성들 간의 차이, 지역

과 문화에 따른 차이, 성정체성에 관한 차이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류

하였다．　

  1) 여성성의 다면화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이항대립의 관계로 이해하

었는데 남성은 힘이 있고, 공격적이며, 지적이고, 효율적인 반면 여성은 수

동적이며 무지하고, 온순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되었다.30) 푸코(Foucault)

와 리오따르(Lyotard), 로티(Loti), 무폐(Mouffe)등은31) 이러한 사회구조의 

이분법적인 성역할로 인해 여성의 억압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젠더 불균형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구조주의 해체론적 사고가 필

요하며 다원적 차이와 균열의 시각으로 다면적인 체계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페미니즘도 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많은 이론들을 제기 하였는데 다면

적인 여성성에 관해 나타나는 주장들을 두 갈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여성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더욱 부

각시켜 차별화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성을 해체시켜 나약하고 수동적

인 입장을 부정한 측면이다.

30) Kate Millett. 위의 책, pp 76.
31) 장미경. 위의 책.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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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성의 극대화

   198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즘은 단순한 비판으로 머물지 않고 기존 이론

과 개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태로 바뀌어 발전되면서

‘비판’의 페미니스트에서 ‘건설’의 페미니스트로 의미가 전이되기 시작하였

다.32). 1990년대에 시작된 3세대 페미니즘은 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

봄으로써 전 세대 페미니즘의 맹목적인 평등추구와 성적인 표현에 대한 억

압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에 대한 해방을 지향하고 자유롭게 본

능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담론화 시켰는데, 예를 들어 2세대 페미니즘은 포

르노와 성매매에 대해 반대했다면, 3세대 페미니즘에서는 포르노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 보장과 성적 표현에 대한 자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페미니즘은 파워페미니즘(Power Feminism), 포르노그

래피 페미니즘(Pornography Feminisma), 개인주의적 페미니즘(Individual 

Feminism) 등을 들 수 있다. 

  파워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극대화 시킨다는 점에서 2세대의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지향하고 상반된 계급으로 바라보았던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달리 파워 페미

니즘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계급으로 간주하고 모든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과 권력, 성적 공격성은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포스트(post) 페미니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성을 이용한 파워는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되어 왔지만 이는 남

성의 부속물로서 파워를 획득하는 것이었고, 남성을 거쳐야 만이 사회적 지

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새그래스타노(Sagrestano)는 여성

32) 김희강(2006),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동향과 쟁점, 글로벌 맥락에서의 한국 페미니
즘에 미치는 의미. 21세기 정치학회보. Vol. 16. No.2.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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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지위 획득은 간접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타

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은 여성 고유의 파워 특성이 아닌 남성 중심적 

권력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3)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과의 육체적 결합을 가장 열등한 형태의 에로스로 

분류한 한편, 육체와 정신을 모두 소유한 소년과의 사랑을 최상의 에로스로 

분류하였다.34) 동시에 동양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양과 음의 개념으로 이해

하였고 해와 달, 문화와 자연, 이성과 감성 등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여성에

게 열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즉, 여성은 영혼과 지혜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남성에 비해 차등한 존재로서 남성의 권력을 공유하기 위해 섹슈얼리

티를 이용하여 이성을 잃게 하고 혼미 시켜 타락하게 하는 금욕의 대상, 악

녀의 이미지로 치부하였다.35) 파워 페미니즘은 이와 같은 여성의 비 정숙성

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파워 페미니즘은 1990년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울프(N. Wolf), 로이프(K. Roiphe), 디필드(Rene 

Defeld) 등이 있다. 울프는 공개적으로 파워페미니즘을 거론하면서 여성의 

권리 강화를 주장하였다. 파워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다루었던 정

치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집단적·정치적인 주장보다는 개

인적인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권리 획득을 위한 지적 능

력, 경제력, 성적 매력 등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용하라고 하였다.36)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상품화 되고 오직 성적 대상으로 비춰지는 

포르노그래피를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윈디 맥엘로이(Wendy Mc Elroy)는 

33) 방희정(2001),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과 파워, 여성논총, Vol.4 No.-. pp60
34) 최성희(2009). 에로스, 에로티시즘, 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 Vol. 17, No.1. 

pp325
35) 따라서 얌전하고 가정에만 충실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러한 억압을 통해서만이 

정숙한 여인으로 여겨져 왔다. 
36) 방희정. 위의 논문,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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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래피를 언급하면서 성적 표현은 인간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역사적으로 여성의 표현에 대한 억압은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정치적 특징

을 띤 국가이며 법이라고 하였다.37) 실제로 반(anti) 포르노그래피는 모든 

종류의 표현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피임, 낙태에 관한 자료는 

물론, 성적 만족, 동성애 관련, 산아제한 등 모든 논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여성의 표현의 자유 및 생식에 관련된 모든 자유는 억압되었다.38)  울프(N. 

Wolf), 로이프(K. Roiphe), 파글리아(C.Paglia) 등은 남성주도의 미디어는 

성적 묘사에 있어서 단점을 지적하고 남성과의 섹스를 예찬할 만한 용어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면서 페미니즘은 정치적 권력보다 섹슈얼리티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9)

  개인주의적 페미니즘은 이-페미니즘(I－feminism)이라고도 불리는데, 즉 

모든 인간이 자신의 몸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초

점을 맞춰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특징이 있는 개인이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여성성의 극대화는 여성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의 자유를 지향

하며 성 정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적 주체성과 권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37) Wendy McElroy 위의 책. pp 85.
38) Wendy McElroy 위의 책. pp 87~98.
39) Naomi Wolf(1993), Fire with fire: The New Female power and how to use it, 

NY:Random House. p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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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성의 해체

   세기말을 맞아 포스트포더니즘이 대두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해체되

면서 기존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

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억압이 권위주의와 계급적

인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은 계급과 질서의 부재를 주

장하는 아나키스트들과 독립적인 철학을 내세운 DIY이론의 영향을 받기 시

작하였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성을 타파하고 독립적이

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수용하였다. 

   아나키(anarchy)는 그리스어 αν-αρχη에서 유래하였으며 부정(not), 부

재(absence), 부족(lack)을 의미하는 접두사 an에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권위를 뜻하는 archos를 더한 것으로 ‘지배자가 없는’ 또는 ‘통치의 부재’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혼란, 혼동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나 피에

르 조제프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에 의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40)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은 아나키즘을 인간이 만든 법에 의

해 구속되지 않는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려는 철학이며, 

모든 형태의 정부는 폭력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정부는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41)

  페미니즘은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는 아나키즘의 융합으로 아나카 페미니

즘(Anarcha Feminism)을 탄생시켰고 대표적인 이론가는 보타리니 드 클래

에(Voltairine de Cleyre)와 루시파슨스(Lucy Parsons) 등이 있다. 아나키즘

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억압받는 피 지배계급의 자유와 평

등을 주장하는 민주의식의 성장과 함께 전개 되었다가 근대에 와서는 정치

40) 김은석(2004),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서울:우물있는 집, pp24.
41) Emma Goldman, 김시완 역(2001), 저주받은 아나키즘, 서울: 우물있는 집, p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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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동요와 함께 정치적인 저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재조명 받기 시

작하였다.42) 최근에는 하나의 ‘삶의 양식(Way of Life)’로 받아들이는 경향

이 강해지면서 자연적인 삶, 자율적인 삶을 근간으로 문화 및 생활 의식의 

변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나키즘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채식주의’ 혹

은 ‘옷으로부터의 해방’ 등으로도 나타난다.43) 수잔 브라운(Susan Brow

n)44)은 페미니즘을 논하면서 아나키즘의 가능성을 제안하였고 구승희45)도 

페미니즘을 넘어서 아나키즘이론을 거론하였다. 

  아나카 페미니즘은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방안인 정치적, 법적규

정 등을 거부하고 여성의 개인 능력발휘 등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지지하

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독립적

인 입장을 취하며, 권위주의 적인 조직과 계급의 모든 형태에 대해 반대하

였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화 획책들을 깨부수고 직

접적이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추구하며 사회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닌 

변화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체제에 대한 파업, 집회, 데모를 통하여

서 강하고 직접적으로 반항하였다.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이며,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을 통해 주류로

의 통합을 거부하고46)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반영한다. 1990년대에 

와서 라잇 걸(riot grrrl)47)의 등장은 잡지, 음반, 예술, 라디오 등 다양한 매

42)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p. 1455.
43) 방영준(2006),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서울:이학사.pp 17.
44) L. Susan Brown(2003), The Politics of Individualism: Liberalism, Liberal 

Feminism and Anarchism, JohnWiley&SonsInc, pp 181.
45) 구승희(2010),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아나키즘, 시민인문학 Vol.19, No.-, pp 

30~63
46) 김주영(2003), 걸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p22
47) ‘Grrrl'이란 단어는 가수 비키니 킬(Bikini kill)과 행동주의자 Kathleen Hanna에 의

해 만들어진 단어이며‘girl'의 신조어 이다. (Ednie Kaeh Garrion(2000), U.S 
Feminism-grrrl steyle Youth cultures and the technologics of the third wave. 
Feminist Studies, Inc, Vol.26, No.1. p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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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서 DIY페미니즘을 크게 확장시키고48) 웹사이트와 이메일 등 경로

를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강한 연대감을 가진다.49) 라잇 걸은 음악운동을 

통해 도전, 자기증오, 분노, 언론 투쟁 등의 주제와 음악적 기술 획득을 거

부하여 DIY이념을 주장하며 1970년대 남성중심주의 록을 전복시킨다.50)

  이와 같이 아나카 페미니즘과 DIY 페미니즘은 급진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여성해방을 추구하고 남성지배계급에 대한 분노와 억압을 호소하

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다면적인 여성성을 추구한다.

  2) 지역·문화의 다양화

   페미니즘 이론이 전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여성’이라는 개념의 범주화였다.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면

서 사회적 제도와 정치, 경제에 대한 권리쟁취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여성의 삶의 질도 향상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배계급 여성들의 이익

을 위한 운동이고 여전히 역사적, 계급적, 인종적 성적 편향을 갖는 여성들

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성범주에 대한 새로운 고

민을 하게 된다. 즉,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에서 여성과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에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51)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유색인종

과 서구지역 이외 지역의 여성들이 이중적인 억압과 지배를 받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벨 후크(Bell Hook)는 백인중심의 사회에서 평

등과 평화는 모든 집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백인 이외의 집단은 인종

48) David Muggleton(2003), The post-Subcultures Reader, BERG, pp 255.
49) Ednie Kaeh Garrion, 위의 논문, pp 141.
50) 김주영, 위의 논문 pp 20~22.
51) 조희원. 위의 논문.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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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민족, 지역적인 차이로 깊은 소외감, 절망감, 불확실성과 기반 상실감

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식민 지배의 잔재를 탐색하여 그

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대항하는 것이며52) 페미니즘 이론과 접목하여 소외

받는 여성들의 인권주장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다양화의 범주에는 

제3세계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글로벌 페미니즘, 다문화 페미니즘 등이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아니아 룸바(Aania Loomba), 사라

(Sara Suleri)등 제3세계(The Third World)53)를 대변하고자 하는 페미니스

트들은 뜻을 모아 제3세계여성들의 문제를 탈식민주의 이론에 끌어들여 탈

식민주의가 간과했던 ‘젠더’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탈식민주의 논의로는 제3세계 여성이 겪고 있는 이중적인 식민지화를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페미니즘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 여성의 중

심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간의 문제로만을 다루어졌고 여성의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적 특성의 고려 없이 전 지구상 모든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지향하는 데만 그쳤다면, 제3세계 페미니즘은 남성 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인 관점보다 사회 정체성의 관점으로 민족과 인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흑인 페미니즘54)은 노예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형성되었다. 흑인여성

들은 다른 유색인종 여성들과 달리 최소한의 자율성마저 보장 되지 않는 강

제 이주와 폭력에 시달렸으므로55) 그들의 담론요체는 언제나 ‘인종’이었다. 

52) 장진선(2004), 염상섭‘호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3.

53) ‘제3세계’라는 후진국, 주변부, 남(The South), 저 발전국 등과 함께 세계의 빈곤 
국가를 의미하며, 학술적 의미는 퇴색되었으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서남아시
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분포된 경제발전수준이 매우 낮
은 최소 발전국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이다. (김민정 외
(2011), 젠더정치학, 파주:한울, pp 197, 200)

54) 흑인페미니즘의 범주는 아프리카계 미국 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한 아프리카, 아프리
카게 카리브, 남아시아 출신 등을 가리킨다. (태혜숙, 위의 논문, p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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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스미스(Barbara Smith), 벨 훅스(Bell hooks), 아드레 로드(Audre 

Lorde), 로스 브루어(Rose Brewer) 등을 중심으로 백과 흑, 선과 악, 우월

함과 열등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 이분법적인 사고로 백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아져 있어야만 했고, 백인 남성은 물론 흑인 남성이론가들과 백인 

페미니즘 이론가들로부터 배제 되어온 흑인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

였다. 

  글로벌 페미니즘은 지구적 페미니즘이라고도 하며 세계화에 중심을 두어 

일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다양성, 자유와 평등을 인지하고 북·서

구와 남·동구 담론을 관통하여 넘어서는 페미니즘이다.56) 여성이 소속된 나

라의 경제적·국제적의 지위에 따라 그녀들이 다르게 억압받는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여성들이 현실을 받아들여, 여성들의 차이를 인정하

는 동시에 동등성과 공통성을 추구한다.

  다문화 페미니즘은 한 국가 내에서 여성의 불평등에 기초하여 인종과 계

급을 강조하면서 나이, 직업, 건강 등 여성을 억압하는 요소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다문화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핵심으로 모든 문화 그룹들은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57)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58)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였듯이 페미니즘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투쟁과 복잡한 상호 관계성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소외 되어 

온 여성들의 인권, 경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과 연결된 지역·문화적인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다양성과 차이로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여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 다문화

55) 장진선, 위의 논문 pp 15.
56) Bell Hooks, 박정애 역(2002), 행복한 페미니즘, 서울:백년글사랑, pp 110.
57) 이정희, 위의 논문, pp 214.
58) Chandra Talpade Mohanty(2005), 문현아 역, 경계없는 페미니즘, 서울:여이연, 

p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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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탈 지역적, 탈 민족적 관점을 제시한다．

  3) 성적 소수자의 수용

   성소수자에 대한 일부 페미니즘 이론은 ‘퀴어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

였는데, 퀴어(Queer)란 ‘남색가’를 뜻하는 동시에 ‘이상한 사람’, ‘별난 사

람’, ‘특이한 사람’ 혹은 ‘정신병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퀴어 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자, 복장 

도착자, 가학/피학 성향 등 성 정체성 논의에서 도식적인 분류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총칭하며 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 한다59). 퀴어 

이론은 페미니즘 이론과 혼합되어 병리현상으로 치부 받았던 사회적으로 소

외된 여성들의 억압에 관심을 가지면서 퀴어 페미니즘(Queer Feminism)과 

레즈비언 페미니즘（Lesbian　Feminism)이론이　탄생시켰다．

  1980년대에 퀴어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레즈비언 단체들은 

페미니즘과 힘을 합쳐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women-identified 

women)' 모든 여성들에게 참여를 허락하는 ‘레즈비언　 네이션（Lesbian 

Nation)’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60) 대중매체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바라는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젊음, 

성, 향락을 갈구하던 소비사회의　욕망을 추구하여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에 이르는 사이에 동성애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61)　

  퀴어와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 및 유색인종의 인

59) Florence Tamagne. 이상빈 역(2007)．동성애의　역사． 서울:이마고．pp 211.
60) Lilian Federman(2007). Surpassing the love of Men.　HarperCollins． (재인용）

Florence Tamagne．　위의　책．pp 194.
61) Florence Tamagne．　위의　책．p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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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와 정치적 위상 확보를 위한 여러 이론적, 실천적 움직임들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젠더 연구라는 더 큰 움직임 속에서 남성 동성애와 유대를 형성

하기도 했다.62)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의 원초적인 양성애성을 지지하면서 동성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상 혹은 병리63)라는 

구도의 대립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시키고 정체성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이어

야 한다는 인식으로 동성애론 내부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브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은 퀴어 용어를 대중화 시키고 퀴어의 

범주를 동성의 대상을 선호하는 성적 실천에 국한하는 것에서 나아가 규범

에서 벗어나거나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까

지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64) 또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섹스를 불변적으로 보는 반면 젠더는 가변적이면서 부차적인 것으로 정의 

하여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해체시키고 틀 자체를 거부하기에65) 이른다． 

본질주의를 지양하고 구성주의를 수용하며,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수용하는 버틀러는 푸코의 주체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

다.66)

  퀴어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성 정

체성(Gender-identity)과 성적 정체성(Sexual-identity)을 재정립하고 성적취

62) 윤조원(2009),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Vol. 17, No.1, pp 132.

63) 심리학에서는 외부생식기 또는 염색체와 호르몬으로 분류된 개인은 정신적으로 자
신을 다른 성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젠더 장애인(gender 
dysphoria)’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서 신체적인 성 정체성과 
정신적인 성 정체성을 일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erry E. Wiesner-Hanks. 
노영순 역(2006). 젠더의 역사. 여성비평사, pp 37.)

64) 이희원 외. 위의 책. pp 30.
65) Judith Butler, 조현준 역(2006), 젠더트러블, 파주:문학동네．pp 95~96.
66) 조현준(2007).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한국학술정보.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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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성적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관찰하고 수용하였다．

  3세대 페미니즘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과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유형 페미니즘 이론 이론가 내용 키워드

다면적 
여성성

여
성
성
의 
극
대
화

파워 페미니즘
개인주의 페미니즘
포르노그래피 페미니즘

울프, 
로이프, 
디필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함/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과 성적인 매력을 
사용하여 권력획득

개인적/주체
적/적극적/권
력/섹슈얼리
티/성적표현
의 자유

여
성
성
의 
해
체

아나카 페미니즘
DIY 페미니즘

골드만,
클래에,
루시파슨스

여성에게 억압을 
가하는 지배계급과 
남성에 대해 분노와 
억압을 호소/
급진적인 방법으로 
여성해방을 추구

권위에 대한 
반대/통치의 
부재/독립성/
주체성/분노

다양해진
지역·

문화성

제3세계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글로벌 페미니즘
다문화 페미니즘

가야트리 
스피박,
아니아 
품바,
사라

백인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을 반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관점보다 민족과 
인종을 우선시/ 
소외된 민족과 지역의 
여성들의 이중적인 
억압과 고통에 초점

민족과 인종을 
우선시/유색
인종 주체성 
확립/문화적 
다양성

수용된 
성적소수자

퀴어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이즈 
세지웍,

주디스버
틀러

퀴어이론을 바탕으로 
전개/
고정화되고 정상화 된 
젠더 반대/
다형적인 섹슈얼리티 
추구

다중적인 
정체성/성의 
이분법적 
대립을 탈피/
가변적 젠더

<표 1>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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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사진의 역할과 형식

  1) 패션사진의 역할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을 통해 외부에서 오는 정

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 청각은 11%, 후각·미각·촉각은 겨우 5%만을 

차지하는 반면 시각은 83%에 달한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인간 내면에 끼

치는 영향력은 가장 크며 외부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각효과를 둘러싸고 문화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를 시각문화(Visual 

Culture)라고 한다.67) 시각문화는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양상이다. 이를 중심으로 많은 시각적 문화현상들이 발달되었는데, 패션

사진도 시각문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패션사진은 단순한 상품판매 

목적의 사진이 아니라 현 시대의 일상을 반영하고 소비자와 미적 감각을 공

유하는 문화의 일부이므로 사회문화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패션사진의 여성이미지의 표현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패션사진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예

술성이 부여되어 독립된 예술로써의 기능을 하며, 사진작가와 잡지 디렉터 

및 패션관계자들의 기획 작업을 통해 모종의 이미지가 만들어 진다. 부르디

외(Bourdieu)68)는 개인의 취향은 사회와 문화공간에서 형성되며 그 취향은 

다시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사진작가 또한 한 사회 

67) 시각문화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미감적 예술(fine arts): 회화, 조각, 
건축 등. 2.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조경디자인 등. 3.공연예술: 연극, 무
용 등 공연 예술을 비롯한 패션쇼,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나 길거리 축제 등. 4.전자
(電子) 대중매체의 영역: 사진, 영화, 텔레비전, 에니메이션, 공고, 컴퓨터 이미지 
등. (김승재(2010), 시각문화연구의 흐름과 시각문화콘텐츠의 경향에 대한 연구, 문
화산업연구, Vol.10, No.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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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에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

든 그의 가치관과 취향은 사진작업을 통해 표출되어 여성의 이미지를 탄생

시킨다. 이는 빠른 속도로 광고와 잡지 또는 사진작가의 개인 화보집을 통

해 소비자들에게 전해져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모델과 모델이 입고 있는 복식 및 여성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관심을 가짐으

로써 학습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다시 소비자 자체 내에서 

검열을 통해 새로운 이상미를 창조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재탄생을 가

능케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수레바퀴모양으로 돌고 

돌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사진은 한 시대의 여성상을 담고 

있으며 여성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자료인 셈이다. 

의식/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시대사상 페미니즘

무의식적인
이상미 학습화 과정

새로운 시대사상
이상미 창조

의식/무의식적으로 
영향 받음

패션

사진작가

소비자

패션사진시대사상

페미니즘

<그림 1> 패션사진과 사회적 영향력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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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사진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패션사진 

   제임스 엘킨스는 ‘시각문화’는 ‘정보’를 다루는 행위이며 ‘문화’라는 전체

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패션은 산업혁명 이후 대중

들에게 파고 든 민주화 물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69)이며 

패션의 발전과 확산은 사진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효과는 극대화 되었다. 

패션사진은 현실적인 문제나 현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므로 상업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회·문화적인 의미에서의 패션사진은 다양하게 정의 되어 왔는데 ‘섹슈

얼한 여성과의 사업’(David Baile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느

낌에의 유혹’(Jimmy Moore), ‘환상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Jean Pagliuso). 

‘매력 혹은 특이하게 낭만 적인 매력을 가진 매혹적인 느낌’(Robert Farber) 

등이 있다.70) 현재 패션사진은 상업성을 넘어 문화를 담아내는 작품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윌리엄 에빙(William Ewing)은 이를 예술의 개념뿐만 아니

라 매력, 미, 사랑, 희망, 섹스, 사회계급, 부, 민주, 선망, 나르시시즘 그리

고 욕망의 개념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개념이라고 하였다.71) 뿐만 아니라 인

간들에게 꿈과 욕망에 대응케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

으므로72) 패션사진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궁한 것이며 패션사진과 

사회·문화 사이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적인 것이다. 그

69) 이선재·고영림(2004), 패션사진 –문화와 욕망을 읽는다-,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17

70) 백수향(1993), 개념을 위한 패션사진의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71) William A. Ewing(2004). Rico Puhlmann a Fashion Legacy: Photographs and 
Illustrations 1956-1996, Merrell. pp.34 

72) 정성근(1995). 패션사진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문사.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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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패션사진은 시대적인 양상을 시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및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사회적 거울로서 패션에 반

영된 그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중요성도 함께 깨달을 수 있

다.

 

(2) 예술 장르로서의 패션사진

   패션사진은 사진작가의 예술적 의지와 그 목적에 따라 그의 경험이 시

각화되는 작업으로서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하며, 동시에 사진은 패션의 역

사와 함께하면서 사진의 기록의 민첩성, 묘사의 정밀성, 구체성 등의 고유

특징73)으로 패션계의 환영을 받아왔으며 사진기 기술의 발전은 패션사진의 

생동감 있고 다채롭고 풍성한 표현에 기여를 했다. 

  패션사진은 사진가 혼자만의 단독 작업이 아닌, 의상 디자이너, 아트 디

렉터,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되는 종합 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으며74) 촬영되는 

즉시 소비되어 버리는 사진은 생존을 위해 단 한 번의 충격적인 효과를 필

요로 한다. 사진작가들은 소극적인 경향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델연

출 및 기술적 테크닉과 편집 방법 등 표현으로 고전관념을 뛰어넘어 독창성

이 있는 패션사진을 창출해야 하므로 예술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시

대적 예술사조의 반영은 물론, 하나의 독특한 에술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73) 김소영, 이병화(2006)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
학회, Vol.8 No.3 pp.35~47

74) 이선재·고영림, 위의 책,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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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트랜드 및 스타일의 분석 자료로서의 패션사진

   패션사진은 소비자들에게 각 시대의 추이, 경향, 표현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선보여 시대 조류를 이끌어 가는 현대인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료로써 상업적으로나 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대마다 그 당시의 패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의 트랜드나 미적 느낌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되므로 그 연구 가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2) 패션사진의 변화

(1) 패션사진의 역사

   ‘코르셋의 해방’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듯이 다

양한 작가의 패션사진 속에서 그 당시를 지배했던 예술사조와 패션트랜드 

및 사람의 욕망과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읽어낼 수 있다.75) 이는 시

대의 여성성의 반영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패션사진의 출현에서부터 지

금까지 많은 변천과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진술은 1839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초기의 패션사진은 기계장치의 미흡

한 발달로 인물사진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르주아 계층과 부유한 계

층들의 화려한 옷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는 기존의 회화

적인 성격을 띤다.

  패션사진이 초상화의 역할에서 상업성을 띠게 된 것은 1892년 프랑스의

75) 이선재, 고영림. 위의 책. 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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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드 프라티크(La Mode Pratique)』잡지를 기준으로 패션사진은 기존

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조금씩 대체하면서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패션사진 작가로는 세실 베통(Cecil Beaton)과 베론 

아돌프 드 메이어(Baron Adolf de Meyer)을 들 수가 있다. 영국의 귀족이

었던 세실 베통의 패션사진은 화려하고 우아했으며 그의 사진은 이후『보그

(Vogue)』와 『하퍼스바자(Harper’s Bazaar)』의 패션 경향을 규정짓게 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예술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되

기도 한다. 반면, 베론 아돌프 드 메이어가 패션사진계에 등장하면서부터 

패션사진은 상업적인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적인 작품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보그』의 초창기 맴버이며 『보그』가 지향해 오던 

상류사회 여성의 품위와 우아함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다.76) 그는 여성의 

미에 대한 이상, 동경, 사치, 로맨스 등을 표현하고자 몽환적이면서 로맨틱

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희미하게 조명을 조절하거나 포커스를 흐리게 하고 

피사체 뒤쪽에서 빛을 비추는 기법인 백 라이팅(back lighting)을 사용하여 

신비롭고 매혹적인 촬영을 하였다.77)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초현실주의(Surrealism), 표현주의(Expression- 

ism) , 큐비즘(Cubism) 등 다양한 예술 사조들이 패션사진의 틀을 형성했던 

시기이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간의 구분은 없애야 하

며, 일상생활을 창조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술을 이해하는 부분이라 

믿으면서 모든 예술 장르를 혁명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78)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패션사진 작가들은 클래식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수준으

로 패션사진을 이끌었다. 

76) 남수현(2006). 미국·영국·한국「보그」에 나타난 패션 저널리즘. 서울대학교 의류학
과: 석사학위논문. pp48.

77) 정승혜(2000). 패션사진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사진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pp. 24.

78) Genda Buxbaum(2009). Fashion Icon of 20th Century. Prestel. p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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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이자 텍스타일 디자이너였던 에뒤아르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은 

드 메이어에 의해 확산되었던 초점을 흐리게 표현하는 패션경향을 단번에 

또렷하고 치밀하게 바꾸어 놓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79) 그는 편하고 솔직

하며, 머리를 높게 하고, 무심코 쳐다보는 독립심이 강한 여성 이미지를 표

현하는 등 드 메이어의 여성스러움과 다른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다양한 여

성상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예술양식의 영향을 받은 조지 호이닝엔 휘네(George Houningen- 

Huene)의 작품에서는 기하적이고 그래픽적인 향취가 강하게 묻어났는데, 

그는 공간과 위치를 포함한 사물을 보는 방법은 연극적이고 예술적인 범위

에서 이끌어냈고, 정적인 몸에서 에너지을 일으켰으며, 우아하고 매혹적인 

다양한 특징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순간을 포착하면서 그 순간의 요소들을 

카메라에 넣었다.80) 

  만 레이(Man Ray)는 폴 푸아레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영

향으로 다다와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보그』,『하

퍼스 바자』등을 통해 꿈같은 모호함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초현실주의 패션

사진 활동을 했다. 그는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하며 평범함과 틀에 박힌 관

념을 거부했으며81) 사물화 된 여성, 이성과 정체성이 결여된 동물적·육체적

의 존재로 의미화 했고 탈 인간화·신비화된 대상으로 제시되었다.82)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된 여성이미지에 대한 비평을 

받기도 하였지만 패션사진 분야에서는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방식의 적용으

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만레이는 컬러의 대비를 즐겼으며 사디즘과 관련

79) 이선재, 고영림. 위의 책. pp 49.
80) 홍주표(1999), 패션사진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경향과 표현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p 10~11.
81) 안해순(1991). Man Ray의 사진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4.
82) 이상희(2006). 만레이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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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격적·가학적인 이미지83)를 표현한 한편, 에

르윈 블루멘펄트(Erwin Blumenfeld)는 흑백사진을 선호하고, 우아하고 클래

식한 여성의 패션이미지를 지향하였고, 깨진 거울과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 

중첩과 삭제 등 기법을 통해 초현실주의 패션사진을 제작하였다.84)  

  호스트 P. 호스트(Horst P. Horst)는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아방가르

드 예술을 접하였고, 조지 호이닝엔 휘네의 제자로서 그의 사진 분위기와도 

매우 흡사하다. 그는 초현실주의에 치우치기 보다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창

의적인 요소로 발상의 전환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대이며 

과거의 중요하게 여겨지던 가치와 신념이 의문시 되던 시대이기도 하다. 따

라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부상으로 패션계에서는 여성성의 강조로 디올

(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을 비롯하여 마를린 먼로(Marilyn 

Monroe)와 같은 여배우로 대표되는 아워글라스 룩(Hourglass Look)의 섹

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실루엣으로 여성의 굴곡진 인체미를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던 시대이다.85)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은 1944년부터 1965년까지는 『하퍼스 

바자』를 위해 일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그』(1966~1990)와 『뉴욕커

(New Yorker)』(1992~2004)를 위해 일했으며 사진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

하며 지금까지도 천재적인 사진가로 알려진다. 그는 정치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사진 1-1>, 및 교육의 자유, 고용의 문제<사진 1-2>와 

같은 여성의 문화적 풍경을 사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목을 받았

다.86) 그는 상업적인 사진을 찍었으나 극히 예술적이었으며 이미지를 순간

83) 이상희. 위의 논문. pp 63.
84) 이선재, 고영림. 위의 책. pp 65.
85) 이선재, 고영림. 위의 책. pp 79..
86) Avedon, Richard. Squiers(2009). Avedon Fashion 1944~2000.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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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표현해 내는데 능하였고 패션사진에 스토리를 도

입한 최초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화가였던 어빙 펜(lrving Penn)은 1943년 『보그』의 아트디렉터로 

있었던 알렉산더 리버만(Alexande Liberman)의 조수로 사진촬영을 시작하

였는데, 그의 사진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배경과 강렬하고 인상파

적인 냄새, 낭만적인 분위기, 어두침침한 화조로 중후함을 표현, 격조 높은 

화면으로 인물사진을 담는 것이다.87) 그는 피사체, 즉 모델이 가진 특징을 

진솔하게 잡아냈으며 가까이에서 섬세하고, 미묘하며 본질적인 인간성을 포

착하여 촬영했으며 극단적인 단순화 수법으로 군더더기가 없으며 강렬하게 

표현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2세대 페미니즘의 빠른 확장과 전파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등장을 비

롯해 히피족, 펑크족의 탄생, 산아 제한, 피임약 등88)이 대두되면서 에로티

시즘이 생겨났고 패션사진에서는 1970년대에 되어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지

기 시작했다.

   헬무튼 뉴튼(Helmut Newtom)은 에로티시즘 패션사진의 선두주자로서 

남성과 여성의 이질적인 점을 포착하여 자극적인 이미지로 여성의 에로틱함

을 극대화 시켰으며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 창조에 기여를 했다.89) 1960년

대 말부터 40여 년 동안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의 『보그』에서 활동

했으며, 그 외에도 『노바(Nova)』,『엘르(Elle)』,『퀸(Queen)』,『플레이보

이(Playboy)』에서 활동하였다. 전라의 퇴폐적이고 야한 스타일링, 하이퍼리

얼 컬러 이미지, 모델의 냉담한 자기 응시 등 포르노그래피와 에로틱에 관

87) 최군성(1996). 국내 패션사진의 표현과 시대적 고찰-1960년대 이후 국내 패션사진
의 변화를 중심으로. 디자인연구학회. Vol.4 No.-.. pp 41.

88) 정승혜. 위의 논문. pp 36.
89) Hans-Michael Koetzle(2008). Photo Icons-The Story Behind the Pictures 

Volume 2. Taschen. p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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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로 여성을 표현하였는데90), 여성의 성(sex)와 힘(power)은 남성들

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여성의 자유(사진 2-1)를 은유적으로 표

현91)하였는가하면 여성의 동성애나 강간(사진 2-2), 관음증과 복장도착증 

등 성적 긴장감이 있는 사진들도 즐겨 표현하였다.

  기 부르뎅(Guy Bourdin)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성적인 암시를 통하여 죽

음과 같은 공격적인 소재를 다루어 주목받은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중 한명

이다. 영국『소더비(Sotheby)』의 한 아트디렉터가 그를 ‘어두운 천재’라 묘

사하였듯이 그의 작품은 어둡고 충격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있다. 그는 독자

적인 기교와 방법으로 자신만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배치를 즐겼다.

  1990년대, 2000년대는 신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했던 시기

이고 그로테스크한 문화가 만연했던 시기이며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의 심화로 각 장르 간의 해체와 조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

면서 많은 실험적이며 창조적인 패션사진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공존했던 시

기이다. 브루스 웨버(Bruce Weber)는 미술과 연극을 전공했으며, 독특한 구

도와 앵글로 유명하다. 그의 사진은 ‘우발성’과 ‘이탈’을 추구했으며 이 계산

된 요소로 기존의 에로티시즘에서 탈피하여 성적인 다이나믹함을 미화하여 

재해석하였다. 닉 나이트(Nick Nigh)의 사진은 사진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

들며 독특하고 창조적이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대조적으로 성(性)과 관계없는 남·녀 성역할

에 대해 미묘하고 복잡한 시각으로 접근했다.

  그 외에도 허브 리쯔(Herb Ritts), 마르코 글라비아노(Marco Glaviano), 

질 벤시몬(Gilles Bensimon) 등 많은 사진작가들이 패션잡지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90) Rebecca Arnold(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Image and Morality in the 
20th Century, Rutgers University Press, pp 75.

91)  Helmut Newton(2000). Newton's Illustrated. Complet Edition. p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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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파울로 로버시, 피터린드버그, 스티븐 마

이젤 등 세 명의 패션사진작가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사진1-1> By Richard Avedon(1955)      <사진1-2> By Richard Avedon (1959)

<사진2-1> By Helmut Newton(1973)   <사진2-2> By Helmut Newton(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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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패션작가 소개

   100년간의 패션사진 역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사진계와 패션계를 

넘나들며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패션 사진계에 막대한 영

향력을 행사하였던 거목인 호스트 P. 호스트와 헬무트 뉴튼, 그리고 리차드 

아베돈과 어빙 펜까지 세상을 떠났고 패션 사진계에서는 이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사진작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패션에 대한 관심은 패션잡지에까지 확장되었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훌륭한 사진작가 또한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

러한 시점에서 이 시대를 대표 할만한 패션 사진작가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

었지만, 수상경력과 인지도 및 언론과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근거92)하여 3

명의 패션 사진작가를 선정하였다. 우선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위해 사진

을 분석하기 전에 선정된 사진작가인 파울로 로버시, 피터 린드버그, 스티

븐 마이젤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① 파울로 로버시

   파울로 로버시(Paolo Roversi)93)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자신만의 특유의 

분위기 연출로 유명하며 패션 사진계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모델의 시선에서 미묘한 감정과 느낌을 포착해 내며, 빛이 바란 듯한 

느낌을 주거나 노출을 길게 하여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 기법으로 회화적이

고 몽환적인 느낌을 추구한다. 2005년과 2007년에는 한국의 유명 여 배우

인 김희선94)과 송혜교95)와의 작업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92) 매일경제. 세계 3대 패션 사진작가 파울로 로베르시.  2011.03.27 
93) Hans Michael Koetzle(2011). Photographers A-Z. Taschen. pp 339.를 참고로 작

성하였다.
94) 김희선 사진집『Marvelously Kim Hee Seon』
95) 『Vogue』, Italy. ‘Hwangjini in Paris' 2007.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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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이탈리아 출생인 로버시는 현재 파리에 거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1964년 처음으로 사진에 관심을 가진 후부터 지금까지 열정으로 패

션사진에 임해오고 있다. 그는 니비오 나탈리(Nevio Natali)를 만나면서부

터 본격적으로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1971년 피터 냅

(Peter Knapp)를 만나면서 이탈리아에서 파리로 옮겨가게 된다.  처음에는 

『엘르』와『디펜쉬 모드(Dépènche Mode)』잡지에서 사진작업을 했으며, 

1974년부터 9개월간 로렌스 샤크만(Lawrence Sackmann)의 어시스트로 일

하면서 프로다운 패션사진의 조건들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가 34살

되던 해인 1981년에 드디어 파리에서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고, 『하

퍼스 바자』,『보그』(이태리,영국), 『인터뷰(Interview)』,『아레나(Aren

a)』,『아이디(i-D)』,『더블유(W)』까지 작업범위를 확대했으며, 조르지오 

아르마니,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지방시(Givenchy), 입 생로랑(Yves Saint Laurent)등 많은 패션디자

이너들과의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그 외에 <Shots of 

style(1985)>, <Appearances(1991)>, <Vanités(1993)>등과 같은 많은 전시

활동도 겸하여 사진작가로 입지를 굳게 하였다. 그는 포토그래퍼로서 1991

년에는 ‘Prix jasmin’에서, 1993년에는 ‘Prix Quatrième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photo de mode’, 1996년에는 ‘Trophée de la Mode’, 

2001년에는 ‘Chinese fashion awards' 등 많은 시상식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정받았다.

② 피터 린드버그

   피터 린드버그(Peter lindbergh)96)는 파울로 로버시와 같은 기간 활동한 

작가로서 색 다른 접근 방법으로 독일 표현주의자 측면의 회상을 반영한 강

96) Hans Michael Koetzle, 위의 책. pp 236. 참고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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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이콘트라이스트 흑백 사진을 발전 시켰다.97) 1944년 폴랜드(Poland) 

출신이며 현재 파리와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이다. 피터 린드버그가 27세였던 1971년부터 본격적인 사진작가로서 활동

은 시작되었고, 2년 간 한스 룩스(Hans Lux)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사

진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다가 1973년에는 독일의 뒤셀도르프(Düsseldorf)

에서 프리랜서 광고 사진작가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어린시절 크래필드 아

트스쿨(Krefeld Art School)에서 파인아트(Fine-Art)를 전공하였으며 그 영

향으로 작품에서는 독일예술의 영상미와 양식미가 농후하게 느껴진다.98) 그

는 1978년부터 독일의『Stern』를 시작으로 『하퍼스바자』,『보그』등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아이디(I;D)』,『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와 

이태리, 영국, 러시아, 아메리카, 인도, 프랑스, 일본 등 나라의 『보그』잡

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 멋진 포즈와 세련된 표정

을 주문하는 보통의 패션 사진작가들과는 달리, 린드버그의 사진에서는 모

델의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처리가 눈에 뜨이는데 그는 오로지 모델이 사진

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고 멋진 포즈나 화려한 화면구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몰입된 상황 속에서 모델의 감정에 주력하고 있다. 『아메리칸 포토

(American Photo)』에서는 그의 사진은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언급했듯이, 

그의 리얼리티의 솔직한 표현은 그의 패션사진을 하나의 무대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99)

  그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질 샌더(Jil Sander), 프라다

(Prada), 도나 카란(Dona Karan),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등 당대 최고

97) 홍주표, 위의 논문. pp73.
98) 이준용(2010). 패션에디토리얼사진의 스토리텔링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피터린드

버그의 에디토리얼 사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3.
99) Martin Harrisson(1997). Models-images of women. Chirmer/mosel. pp 13. (재

인용) 이준용, 위의 논문, p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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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디자이너들과 최고의 섹시 스타 마돈나(Madonna), 샤론스톤

(Sharon Stone)등 배우들과도 작업을 함께 진행했었다. 

  1988년, 린드버그는 미국의<Highest Achievenment Award>에서 당대 최

고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선정되었고, 1990년과 1991년, 부다페스트

(Budapest,헝가리)와 바르셀로나(Barcelona,스페인)의 <International Festival 

for Fashion Photography>에서 ‘Grand Prix’와 ‘Gold Medal’상을 수상 받

았다. 1995년에서 1997년에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패션어워드>에서 

‘International Fashion Photographer’상을 수상했다. 1997년에는 <10명의 

여성(10 Women)>, 2004년에는 <여성의 이미지(Images of Women>이라는 

화보집을 출판하여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린드버거만의 해석을 심도있게 표

현했으며, 지금까지도 북경, 도쿄, 베를린, 모스크바 등 세계 각 국에서 전

시회를 갖고 작품집을 출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100)

③스티븐 마이젤

   1954년 미국 뉴욕출생인 스티븐 마이젤(Steven Meisel)의 사진은 잠재적

이면서 상상적이고 미학적이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101)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패션 사진계에서의 거장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과 시각주의 

선구자 앤드 워홀(Andy Warhol)의 합성품이라고 할 만큼 보수적인 면과 

전위적인 면을 동시에 가졌으며, 1990대 패션사진의 이미지가 하위 문화

(sub-culture)에서 주류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

진작가이다.102) 

  그는 뉴욕의 파슨스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했으며 졸업 후 

100) 자세한 내용은 린드버그의 홈페이지 참고바람 . http://www.peterlindbergh.com
101) 박주미(2009). 현대패션사진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미적 특성- 스티븐 마이젤 패

션사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pp 8.
102) 이선재․ 고영림. 위의 책.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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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D(Women’s Wear Daily)에서 일하다가 모델 테스트 샷의 우연한 기회

로 패션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미지 표현은 재치 있고 유

연하다. 상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보그』에서는 미국인 정서에 맞

는 모던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예술 지향적인 이태리『보그』에서

는 창의성을 가미한 대담하고 아방가르드한 패션사진을 만들어 낸다.

  현재는 1988년부터 『보그』에서 일을 해왔으며 그 후에는 미국과 이태

리를 오가면서 정기적인 작품활동을 해왔다. 『보그』외에도 『뉴욕타임즈

(NewYork Times)』,『I:D』등 잡지들에 기재를 하고있으며 또한 프라다

(Prada), 갭(Gap), 캘빈 클라인, 베르사체, 이브 생 로랑, 돌체앤 가바나

(Dolce & Gabbana), 발렌티노(Valentino)등 패션디자이너와 작업을 했으

며, 미국의“Fashion Awards”에서 "Photograph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수상과 사진 전시회를 가졌으며, 오늘날 패션사진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진작가이며 미국의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

뢰하는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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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패션사진의 형식

   패션사진을 용도에 따라 크게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패션사진과 에디

토리얼(Editorial)패션사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103) 애드버타이징 패션사진은 

디자이너 혹은 광고주가 주체가 되어 해당 브랜드의 컨셉과 의도에 맞게 촬

영하는 것이고,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에드버타이징 패션사진의 수익금으

로 다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에드버타이징 패션사진은 광고하고

자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와 여성상이 다른데 비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표현적인 측면에서 광고주의 개입이 없어 보다 자유

롭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컬러, 가격, 스타일 등 제품 정보를 알릴 수 

있어 사회적인 이념과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통용되

는 여성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

적을 위해 에드버타이징 패션사진은 제외하고 에디토리얼 사진으로만 분석

을 진행할 것이다. 패션사진의 표현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주제(Theme), 컨셉(Concept), 크레딧 라인

(Credit Line), 사진(Photography) 등 네 가지로 구성이 되며104), 이 구성요

소 중 에디토리얼 사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주제(Theme)인 제목은 전체적

인 분위기와 컨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진작가의 의도와 여성성에 

대한 작가만의 시각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03) 홍주표(200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구성요소와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
영상학회. Vol. 5.No.-, pp 63.

104) 홍주표, 위의 논문, pp 64.



- 46 -

(2) 위치·자세·제스처

   작가의 의도와 컨셉은 모델(피사체)의 포즈와 제스처, 표정과 의복 및 

배경과 여러 소품을 통해 연출되며, 고프만(Goffman)은 이를 표상(display)

이라고 표현했다. 표상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행위자의 위치와 성별의 이미

지를 표현하며, 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조건을 형성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개

인이 행할 관계의 방식이나 형태를 규정짓는다고 하였다.105) 

  고프만에 따르면 몸을 낮추는 자세 및 몸을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는 자

세는 종속성을 나타내는데, 동물세계에서도 의례화 된 종속을 보여주는 가

장 전형적인 행위도 몸을 낮추는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바닥이나 침대에 

앉는 사람은 의자에 앉거나 서있는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되므로 종속

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인 논리106)에 근거하면 바닥이란 공간

은 애완동물이나 신발자국 등 더러운 것을 의미하므로 남의 비위를 맞추거

나 남에게 양보하는 등 소극적인 표현인 것이다. 눕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

는 방어하기에 가장 불편한 자세이므로 낮은 위치에 처해있는 사람은 성관

계가 가능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

는 독립성,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프만은 손을 이용한 제스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주로 자신의 

몸이나 의자, 사물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는 섬세한 손동작은 여성적107) 터

치로써 전통적인 여성성의 기질인 의존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함108)을 나타내

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건을 움켜잡거나 조정함은 강한 전통적 남성

105) 남경태(2004). 한국TV광고에 나타나는 젠더표상. 한국광고홍보학보 Vol.6, No.2. 
pp. 8

106) 한국은 온돌문화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107) 여기서의 ‘여성적’이란 고전적인 여성상을 말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2. 파주:교문사 pp.100, 참조 바람.
108) 김민자. 위의 책. p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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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질인 자아 확신적이고, 강력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표현인 것이다. 또

한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은 심리적인 도피이며, 

현실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고 부적응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109) 

  그러므로 모델의 위치·자세·제스처는 내면적인 심리활동의 상징적인 표현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델의 위치·자세·제스처에 따라 여성의 이미지를 읽

을 수 있다.

(3) 시선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영혼과 지혜를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는 고대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라블로와 코생의 

<자연>과 밀레이의 <에랑 기사>에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 밀로의 <비너스>조각상

에는 눈동자를 조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성적이지 못한 표현으로서 ‘남성

은 정신적인 것, 여성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사상과 일치하며, 여성의 수동

적이고 이성에 의지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선은 모델의 

감정의 표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4) 외모·복식

   패션사진에 있어서 모델의 외모와 복식은 패션사진의 전체적인 컨셉과 

여성의 이미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키아 파렐리(E. Schia- 

parelli)는 여성의 패션을 다루는 이면에서 복식자체를 몸에 새겨진 문화적 

언어라는 접근 방법으로 몸을 언어-상징의 영역에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109) 남경태, 위의 논문. pp 31.



- 48 -

작용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10) 따라서 샤넬과 같은 디자이너는 지

나친 감수성과 장식성을 거부하고 단순성, 엄격함, 야회활동의 적합성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를 의복으로 표현하였다. 즉 패션사진에서 표현되

는 모델의 외모와 복식은 사회·문화적 상징의 표현으로써 여성의 이미지표

현에 기어를 한다.

  위의 네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

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

시선

위치, 자세, 제스처

외모, 복식

<그림 2> 패션사진의 표현형식을 분석하는 틀

110) Caroline&Minna Thornion. 위의 책, p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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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태리와 미국의 『Vogue』를 중심으로 세 

명의 사진작가의 작품을 추출한 후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진과 남성만 나

온 사진 등 연구에 부적합한 사진을 제외한 결과 총 1538장이 도출된다. 

이는 각각 파울로 로버시 290장, 피터 린드버그 314장, 스티븐 마이젤 934

장이다. 

  선정된 1538장의 사진은 전문가집단에 의해 1차적으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 내용 및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시한 후 페미니즘인지에 대한 여

부를 가린다. 전문가 집단은 의류학 전공 박사 3인과 석사 3인으로 구성하

였으며, 제시한 사진 중에서 두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중복된 선택을 받은 

사진 84장을 취하여 범위를 축소시킨 다음 2차적으로 검증을 거쳐 한 명의 

전문가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진은 제외시키고 최종 81장의 사진이 선정 되

었다. 

  다음, 본 연구자는 앞서 정리하였던 3세대 페미니즘 세 가지 특성에 따라 

나열된 키워드에 근거하여 세 종류로 분리 한다. 분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3세대 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의 백인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타

인종과 민족, 타 지역과 문화사이의 다양성을 인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색인종과 타 지역 혹은 타 문화권을 주제로 한 사진

을 외모의 시각적인 요소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의 다양화’로 분류한

다.

  2단계, 성적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성적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넘

어서 ‘정상적인 것’에 대한 도전을 지향 한다는데111) 근거하여 공공적인 매

111) 김지혜(2011). 페미니즘, 레즈비언/퀴어 이론, 트랜스젠더리즘사이의 긴장과 중첩. 
영미문학페미니즘. vol.19. No 2.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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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출현되고 미의 담론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

단하고 모델의 수 및 시선과 복식의 형태 즉, 두 명의 여성이 서로를 응시

하며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성적 소수자의 수용’의 카테고리로 분류시켰다. 

  3단계,  복식에 나타나는 성별코드112)에 근거하여 의복의 아이템, 신체장

식 및 장신구, 디테일과 디자인 요소 등을 관찰하여 여성성을 강조한 사진

과, 여성성을 해체한 양성성 혹은 무성에 관한 사진을 ‘여성성의 해체’의 항

목으로 분류한다. 

  분류과정과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류 순서 분류 기준 페미니즘 특성 작품 수

4단계
복식에 나타난 
여성의 성별코드

①여성성의 
다면화

여성성의 
해체

43

3단계
여성성의 
극대화

24

2단계
모델의 수와
제스처, 시선

③성적소수자의
수용

5

1단계
백인을 제외한 
기타인종 및 민족

②지역·문화의 다양화 9

<표 2> 패션사진의 분류 과정과 분류기준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여성성의 다면화’에

는 67장의 사진이 분류되었는데, 그 중 ‘여성성의 극대화’는 24장, ‘여성성

의 해체’는 43장이며, ‘지역·문화의 다양화’는 9장, ‘성적 소수자의 수용’은 

5장이다.

  ‘지역·문화의 다양화’과 ‘성적 소수자의 수용’의 사진이 적게 분류된 이유

는 이태리와 미국이라는 제한된 지역적 특성; 다양한 지역문화와 성적 소수

자의 주제로 표현하였지만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이미지로 페미니즘 여성성

112) 최현숙(2000).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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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 페미니즘 이론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패

션 분야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수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패션사진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

었으며,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지는 아래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분석기준은 작가의 의도가 담긴 객관적인 텍스트자료인 주제와 고프만

이 제안한 미디어속의 젠더 규범 분석 시스템에 따라 포즈, 위치, 제스처, 

및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한 외모와 복식의 의미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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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

   본 절에서는 선택된 81장의 사진을 토대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인 여

성성의 다면화, 지역·문화의 다양성, 성소수자의 수용에 따라 패션사진의 표

현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분석하게 될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자 한다. 

  1) 여성성의 다면화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성적 특징은 태어나는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여성은 부드럽고 의존적으로 

강요되어 왔고 남성은 대범하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게끔 강요되어 왔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성 역할의 구분을 의

미하며 양 성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 사이에서 1세대의 ‘남녀평등과’과 2세대의 ‘남녀차이’

주장은 각각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표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었

으나 여성의 성 정체성과 고유한 특질에 대한 선입견은 변화 시키지 못했

다.  1990년 이후의 3세대 페미니즘에 포함되는 개인주의 페미니즘, 파워 

페미니즘, 포르노그래피 페미니즘, 아나카 페미니즘, DIY 페미니즘 등은 정

치적인 권리보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재구성의 여지를 부여하여 각 개인

의 취향과 경험을 우선시 하는 차이에 대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부르디외(Bourdieu)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습관이나 취향을 측정하는 잣

대로 패션을 비롯한 일상적 상황에서의 목소리, 말투, 표정, 제스처, 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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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표현된다고 했다. 따라서 패션사진에서도 표정, 제스처, 옷차림 등 

단서로부터 모델의 취향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 습관 등을 유추해 내어 여

성의 지위와 관습에 따른 여성성의 표현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여성성의 극대화

   여성성의 극대화 현상은 2세대의 페미니즘 논의의 맥을 이어 오며, 여성

은 섹슈얼리티와 경제, 능력, 경험 등 다양한 경험으로 차이를 만들어 내고 

무기삼아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였다.  

  현 시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같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운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슈로 환경, 섹슈얼리티, 세대 갈

등의 문제들이 중심가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113) 따라서  3세대 페미니즘

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섹슈얼리티는 오래 전부터 사회의 금기에 대한 도전

이자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달라졌던 문제이기도 하다. 

  3세대 페미니즘은 섹슈얼리티 표현에 대해 성적인 희열을 갈구하는 충족

될 수 없는 음탕한 충동의 화신의 여성성114)에서 성적 권력의 주체로서 능

동적인 여성성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처녀다운 여성은 좋은 것

이고 요부다운 에로틱한 여성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고 억압되

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권력으로 사용하여115) 주체적인 입장을 취한다. 

  <사진 3>에서 보여 지듯이 여성은 완벽한 의상과 메이크업, 장신구를 착

용한 대신 남성은 알몸 상태로 여성의 아래쪽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여성

은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노출로 하여 성관계를 암시한다. 남성의 

손은 입을 만지고 있는데 이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제스처이며, 여성은 그 

113) 장미경, 위의 책, pp 35.
114) Jane Billinghurst. 석기용 역(2005), 요부, 그 이미지의 역사. 서울:이마고, pp 1.
115) Rebecca Arnold, 위의 책,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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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림으로써 강력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남성을 조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여유가 넘치듯 담배를 피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긴장한 눈빛을 하고 있다. <사진 4>에서의 남성

과 여성은 함께 등장하지만 여성은 사진 전체 구도의 가운데 위치하여 있으

며 시선은 카메라를 향해 응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성에 따르면 시선의 

마주침은 여성스러운 품행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지지만,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카메라를 정확하게 응시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주체

적인 입장임을 표현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가려지며 여성이 앉은 의자 

위쪽에 살짝 기대여 있으며 하나의 ‘배경’으로 신체의 일부분만 노출시킨다. 

이는 여성의 주체적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Shy', 'Hush'의 제목에 

포함된 단어는 주체적인 여성성의 비교되는 남성성을 더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은 강렬하고 대조적인 밝은 색의 의복과 악세사리를 착용한

데 반해 남성은 검정색의 몸이 들여다보이는 매쉬 소재의 셔츠를 착용하였

다. 전통적인 복식에 나타나는 남녀의복 색채는 남성은 생생하고 강한 대조

의 색, 여성은 섬세하고 중간 톤의 약한 대조의 밝은 색이라고 나와 있지

만116), 이 여성의 의상은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남녀 의복특징을 해체 시키

고 강렬한 색채로 여성의 주체성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망사 스타킹에 다

리를 벌리어 성적인 암시를 하고 있다. 이는 욕망의 충족을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며 섹슈얼리티를 내세운 양성 간의 권력 및 능동적인 성의 쟁취

라고 할 수 있겠다. 

  <사진 5>에서와 같이 마이젤은 가상공간117)을 이용한‘Meisel Pic'이라는 

116) 김민자, 위의 책. pp 102.
117) 셰리 터클(Sherry Turkle)은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정신세계로 안내하며 꿈과 환

상을 비춰 보이는 거울로써 가상공간속에서 또 하나의 삶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
다. 페미니스트들은 방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여성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으며, 여성의 가치를 재 주목 받을 수 있고 
커뮤티를 형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가상세계를 페미니즘의 담
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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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사진을 촬영했다. 플라톤(Platon)은 이데아계만이 실제이고, 현실계

는 이데아계의 모방이며 재현이라고 했듯이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은 현실

의 거울로써 현실을 표방한다. 사진에서 여성은 셀프카메라(Self-Camera)로 

노출된 몸을 사진에 담고 있는 설정으로써 성적인 자유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인 공간(침실)을 대중적인 매체에 끌어들임으로써 여성의 개

인적이며 능동적인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다. 여성의 능동적인 노출은 <사

진 6>에서도 표현되는데 수동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노출을 당해왔던 억

압된 여성성을 탈피하여 섹슈얼리티 표현의 주체성을 띤다.  

  3세대 페미니즘에 나타난 본질적인 여성성은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하게 노출되거나 의복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 관능적인 자세, 여성중심

의 조직적 배열법 등 성적 표현의 주체로 여성성을 제시했으며, 여성 내면

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적극

적인 형태로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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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Steven Meisel
'In grande stile'

<사진 4> Steven Meisel
‘Shy Shy... Hush Hush’

<사진 5> Steven Meisel
‘Meiselpic’ 

 

<사진 6> Steven Meisel 
‘super mods enter re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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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성의 해체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가 『제2의성(A Second Sex)』

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라고 했듯이 여성의 열등

한 위치는 생물학적으로 타고 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성(sex)와 사회적 성(젠더gender)은 분리

된 것이며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성을 규정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제

기하고 있다.

  제인 프리드먼(Jane Friedman)118)에 따르면 여성의 해방은 ‘여성적’이라

는 사회적 구성물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에 달려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자유가 결정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남성의(male)’와 ‘여성의(female)’, ‘여성

적인(feminine)’과 남성적인(manish)은 분명이 다른 것이며, 교차적인 선택

도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3세대 페미니즘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다양한 특수성의 수용을 토대로 

출발을 하였으며, 부드럽고 깨끗하며, 매끈하고 조용하다는 여성의 획일화 

된 성정체성의 기준을 해체시키고 다양성을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의 고유적인 특질에서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에 따라 이미지의 자율

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

  <사진 7>에서는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양팔을 허리에 얹고 시선은 카메

라를 직시한다. 스티븐 마이젤은 조명 효과로 그녀의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형성되게 하여 여성신체의 연장선을 이용하여 과장된 형태로 여성의 강건함

을 표현하였다. 여성은 양쪽으로 대칭된 자세로 완전함과 독립성을 표현하

였고, 그림자 효과의 과장형태로 여성의 위엄과 강건함을 표현하였다. 양팔

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는 비활동적, 

118) Jane Friedman, 위의 책, p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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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구성으로 노동에서 제외된 계층의 권력을 상징해왔다.119) <사진 

8>에서 모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머리 뒤에 받치고 누워서 촬영 하였으므

로 팔은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비활동적인 자세는 권력의 상징이기

도 하며, 아래로 향한 시선은 카메라를 응시 하였으므로 나약한 도피의 여

성성이 아닌 맞서는 강건한 권력의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9>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쓰레기로 가득한 지저분한 뒷골목을 배

경삼아 보여주고 있다. ‘Pretty Alien'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에서 여성은 이질

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며,‘혼란스러운 사회’에 여성은 영웅처럼 등장한다. 

거리의 남성들은 여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성은 흰색의 가발과 몸에 밀착

된 미니멀한 원피스를 착용하여 이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식으로 당당하

게 걸어오고 있다. 여성은 위험에서 구원해 주길 기다리는 나약하고 수동적

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입

장으로 묘사된다. 

  <사진 10>는 여성과 남성이 팔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강인한 남성의 대립

관계의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이미지를 뒤엎고 강인하며 부족하지 않는 여성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11>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강렬하게 응시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와 권위를 상징한다. 여성은 강인함의 의복 표현으로 남성복 차용대신, 여

성 고유의 인체미를 잘 살려주는 드레스로 성적인 매력을 과감하게 어필하

였고 동시에 위치와 시선으로 표현하여 강건한 여성성의 획득을 상징화 하

였다. 

  <사진 12>에서는 ‘Mannish Allure'라는 제목으로 매니쉬한 여성의 매력

을 표현하였다. 세 명의 모델은 남성의 기표인 수트를 착용하되 몸에 밀착

되는 것으로 선택하였고, 동시에 여성 기표인 힐을 착용하였으며 셔츠단추

119) 김민자, 위의 책,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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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슴 선까지 풀어서 보일 듯 말 듯 하게 연출하여 신비성과 관능성을 

표현했다. 세 명은 각각 다른 포즈를 취하였는데, 다리를 벌리고 양팔을 무

릎에 얹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반쯤 누워서 한 팔로만 몸을 지

탱하면서 카메라를 강렬하게 응시하였으며, 다리를 벌리고 정 가운데 위치

하여 정면을 주시하였다. 이는 자유롭고 강렬하며 공격적인 여성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여성의 신체적 특질을 부각 해주는 밀착되거나 가슴을 부각시

키는 요소로 관능성과 더불어 섹슈얼리티를 제시하였다. <사진 13>도 마찬

가지로 남성적인 가죽 소재의 라이더 재킷에 플레이어 스커트를 매치하였

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더하여 남성적인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

미지를 혼합한 이미지로 연출하면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젠더이미지

의 선택에서도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여성성을 암시하고 있다. 

  2010년에 촬영된 스티븐 마이젤의 ‘Three woman’은 세 명의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여성들의 이미지들을 각각 보여주면서 여성들의 차이를 부각 

시켜줬으며 그 중 하나인 <사진 14>의 모델은 동물의 뿔 혹은 외계인을 연

상시키는 기괴한 헤어스타일과 르네상스 시대의 권력적 상징은 러프칼라와 

누드 톤 바디 수트 및 다리 뒤편에 달린 술 장식, 말발굽과 같은 힐을 착용

하여 야수적인 이미지로 괴기스러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성적과 남성적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성으로 성의 이분법에 도전했다. <사진 15>도 

무성의 표현으로 성적인 자극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머릿결은 가리고, 무정

형적이고 신체 특징에 무관한 의복으로 성별의 모호함을 보여주었다. 

  <사진 16>는 여성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삭발하는 과감한 행동으로 자극

을 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긴 머릿결은 섹시한 여성의 상징이며 성적인 자

극을 주는 부위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들의 정숙성을 위해 중동에서는 베일

로 머리를 가렸고, 서양에서는 윔플(wimple)이나 관(crown)으로 머리를 감

추었으며, 또한 지위와 권세의 상징의 표현으로 머리장식을 이용하여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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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는 여가와 돈의 상징의 도구로 머리를 사용하기도 했다.120) 이러

한 의미에 비춰볼 때 삭발이라는 행동은 권력과 지위 및 성적인 대상화에 

대한 부정이며, 어느 한 성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추구로써 반항성과 

독립성을 나타낸다. 

  <사진 17>은 ‘Le havre'라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강 주변마을 공장을 배

경으로 촬영하였으며, 전통적인 여성 특질인 나약하고 부드럽고, 의존적인 

이미지를 해체시키고 힘이 세며, 강력하고, 노동으로 인해 지저분해진 이미

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얌전하고 예쁘고 고운 것만을 주장하며 여

성에 대해 노동의 종류와 강도가 제한적이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해체하

고 다양한 여성 이미지의 존재가능성을 제시하여 차이를 주장하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성을 암시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사진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해체를 지향하며 여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를 해체하여 

당당한 포즈와 강력한 시선으로 표현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틀을 

해체시켜 양성적인 이미지 혹은 무성의 괴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강건한 여성성을 제시하였다. 

120) 김민자, 위의 책,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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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Steven Meisel
 ‘Defiant Visions’

  

<사진 8 > Steven Meisel
‘The Dunes'

<사진 9 > Peter Lindebergh ‘Pretty 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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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 Steven Meisel
‘Make love not war'

<그림 11> Steven meisel
‘Mr. Ford Returns

  

<사진 12 > Peter Lindbergh
‘Mannish Allure’

  

<사진 13 > Steven Meisel
‘ How to Dazz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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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Steven Meisel
 ‘Three Women'

  

<사진 15> Paolo Roversi 
‘Kirsi Pyrhoen’

 

<사진 16> Steven Meisel 
‘super mods enter rehab’

<사진 17> Peter Lindbergh 
'Le Ha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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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문화의 다양화

   3세대 페미니즘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여성의 성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차이들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계급과 인종, 문화

와 지역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갖는 차이들을 두루 포용한다. 

  이분법적 사상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백색인종과 유색인종, 우월함과 

열등함, 아름다움과 추함, 정상과 비정상의 의미를 실어 유색인종과 타 문

화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항으로 이분화 시켰다. 따라서 3세대 페미니즘, 흑

인 페미니즘, 다문화 페미니즘 등과 같이 지역과 문화적 차이에 시선을 돌

려 이분법적인 해체를 통해 차이를 설명하였고 그 속에서 다문화적 관점으

로 주체적인 입장을 추구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특수성과 다문화적, 반 인종

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스티븐 마이젤은 삐에로 알렉산더 드 루즈(Pierrot Alexander de Looz)와

의 인터뷰에서  흑인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으며 유색인종에 대한 관심을 표

하였고121), 실제로 이탈리아 『보그』2008년 7월 호에는 흑인에 관한 사진

이 100여장에 달하여 이슈가 되었다. 

  2008년 7월호에 기재 됐던 'Chanmagne Furs'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흑인 

여성의 사진에서 <사진 18> 남성이 시선을 뒤로 하고 두 팔을 올리어 춤을 

추듯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다. 서양에서 양팔은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는 활동의 주체로서 양팔을 이용하였고 활동하고 노동하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의 미덕으로 간주 되었다.122) 따라서 이 사진에서는 

흑인여성이 억압되고 차별받던 역사의 종말과 함께 즐거움과 활동의 자유를 

암시하고 있다. 다리 또한 오랜 은폐의 역사와 함께 성적 흥미를 유발할 수 

121) Pierrot Alexander de Looz, Who Is STEVEN MEISEL?, Issue. Vol. 6. pp 
66~78.

122) 김민자, 위의 책,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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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소이며 노출된 다리는 경제적·지리적인 자유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

이라 할 수 있는데123) 사진 속 여성은 노출된 두 다리 사이에 오토바이를 

위치하여 성적인 자유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사진 19>서도 마찬가지로 팔을 들어 올려 자유와 활동성을 나타내는 동시

에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서 여성의 강인함과 파워의 잠재적인 표현으로 나

약한 전통적인 여성 특질을 해체하고 강인한 여성성을 제시한다. 또한 란제

리 룩과 모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성적인 권력를 

암시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 노예제가 폐지되면서부터 흑인 여성의 몸은 포르노그래피 산

업으로 이어졌다.124) 따라서 흑인 여성125)들이 지니는 보편적인 특징은 강

간이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나약하게만 

비춰졌던 이미지와 달리, <사진 20>에서는 상의 탈의에 정 자세로 서서 양

팔을 허리 뒤쪽에 가져갔으며 어떠한 감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며 시선은 

정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강인함과 위압감을 주고 있다.

  <사진 21>에서는 ‘Modern Luxe'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모던하고 럭셔리

한 이미지를 흑인 모델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였다. 모델은 어깨가 노출된 

탑 드레스에 눈을 감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 차분하고 조용한 시선의 대상이 

됨을 제시하지만 표정에서는 흰 이빨을 드러내고 행복에 도취된 듯 눈을 감

고 큰 미소를 띠는데 제목에 근거하여 어두운 역사로 인해 가난하고 애처롭

게만 비춰졌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럭셔리하고 자유로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유추해낼 수 있다.

  백인 이외의 인종과 타 지역 타 문화에 관한 ‘지역·문화의 다양성’ 분류에

123) 김민자. 위의 책. pp 33.
124) 태혜숙, 위의 책, ,pp 221.
125) 여기서 말하는 흑인여성의 범주는 인종차별로 고통을 받고 백인중심체제에 의해 

피해를 받은 흑인으로, 전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흑인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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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앞서 언급했던 다면적 여성이미지와 복합적으로 표현되지만, 본 절에

서는 유색인종과 백인 이외의 타 민족에 초점을 맞춰서 분류하여 그들의 이

미지가 패션잡지를 통해 표현되는 여성성을 관찰 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고

찰한 바와 같이 패션사진에 표현된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은 제스처와 자세

를 통해 자유 지향적인 이미지를 타나냈고 속옷의 겉옷화와 노출 등으로 성

적 매력을 과감하게 표출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억

압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강인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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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Steven Meisel 
‘Champagne Furs' 

<사진 19> Steven Meisel 
‘Champagne Furs' 

     

<사진 20> Peter Lindebergh
‘Naomi Campbell’

      

<사진 21 > Steven meisel
'Modern Luxe



- 68 -

  3) 성적 소수자의 수용

  

   여성과 여성 간의 다양한 차이에서 출발한 3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이라

는 범주 내에 존재하는 인종, 계급, 문화, 민족, 성 정체성의 특수성을 인정

하여 추상적인 범주보다 다양한 여성의 개별적인 경험에 주목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이 후부터 페미니즘의 젠더에 대한 연구는 젠더 개념을 성 차이 

뿐 아니라 성지향성, 성욕, 성적 실천의 양태, 성 정체성 등으로 확장시켜 

해체시켜 다양한 차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담론으로 ‘젠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성 정체성의 평등을 지향했다. 그러므로 3세대의 젠더 연구는 가

부장제와 여성 억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기보다는 성의 다양성에 입각한 

젠더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성적 소수자의 연구는 

단순한 성적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넘어서 ‘정상적인 것’에 대한 도전을 지

향하는 것이므로126) 대중적인 매체에 출현되어 ‘이상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의 담론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 22>은 ‘Serviced'라는 제목으로 차 정비소를 배경으로 두 여성이 

등장한다. 두 손은 지긋이 서로의 머리를 감싸고 서로의 입술을 응시하면서 

키스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여성의 뒤쪽으로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사진의 두 모델은 이 시선에 개의치 않은 듯 스킨

십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진 23>는 한 여성이 다른 한 여성의 얼굴을 만

지고 있고 그 여성은 눈을 감고 그 상황에 빠져있다. 두 여성의 스킨십의 

사진은 ‘in a Poetic Mood’의 주제로 표현되고 있으며 동성끼리 스킨십만

으로 낭만(Poetic)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은 두 여성이 동성애적 관계임

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사진 속에서 두 여성은 금기에 도전하여 모호한 쾌

락성을 동반하며 여성의 전통적인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위반하고 섹슈얼리

126) 김지혜, 위의 논문.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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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사진 24>는 온몸에 비닐을 감고 원뿔형의 투명한 색의 플라스틱 브래지

어를 착용했다. 괴기스러운 화장과 목을 조르는 듯한 목걸이, 지나치게 큰 

귀걸이 등 인체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악세서리와 긴장성을 유발시키는 검정

색 망사와 검정색 가죽소재의 슈트는 모델의 페티쉬적 취향을 드러낸다. 발

레리 스틸(Valerie Steele)은 여성의 브라가 뾰족해질수록, 광택이 나고 유두

를 부각시킬수록, 구조적이고 노출될수록 페티쉬가 극대화된다고 했다.127) 

이는 비닐이라는 소재로 몸을 압박함으로써 지배, 무장, 리비도적 쾌락으로 

기호화 되며 페티쉬적이고 키치한 이미지로 퇴폐성과 유희성을 드러낸다.

  <사진 25>는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다른 한 여성을 벽에 밀어 붙이고 

서로를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한다. 벽 쪽의 여성은 뒤로 말끔하게 넘긴 머

리에 진한 메이크업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며, 검정색 시스루의 밀착된 상의

와 검정색 란제리 하의,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특질

을 공유한 양성성의 이미지로 비추어진다. 그에 비해 이 여성을 막아선 손

짓에서 보여 지듯이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반대 편 여성은 황금색 드

레스에 금발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으며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롱 드레스로 

서로 모호한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동성애 취향에 관한 3세대 페미니즘은 여성과 여성이 스킨쉽을 하거나 

페티쉬적 취향의 의복을 등장시키는 등 여성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보편적인 

이성애를 거부하고 모호하고 다형적인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127) Valerie Steele(1996), Fetish : fashion, sex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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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Steven Meisel ‘Serviced'

 

<사진 23> Paolo Roversi 
‘In a Poetic Mood’

<사진 24> Steven Meisel ‘All tomorrow's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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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Paolo Roversi 
‘In a Poetic Mood’

 

  이와 같이 3세대 페미니즘은 본질적인 여성성을 극대화 시키거나 전통적

인 여성성을 해체시키는 표현으로 여성이미지가 표현이 되었으며, 남성과의 

평등 및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이미지 검열을 통해 주체적

으로 이미지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여성 스스로가 차이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3세대 페미니즘이 인종과, 지역,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그들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바탕으로 억압당하고 소

외 받고 나약하고 열등한 이미지의 유색인종과 백인 이외의 문화권에 대한 

여성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이미지와 능동적이고 강한 이

미지로 표현되었다. 주디스 버틀러가 ‘여성’의 범주에 대해 거론하면서 여성

의 성 정체성은 동성애와 페티시, 그리고 각종 도착증으로 확대되고, 그에 

대한 이미지도 공공매체를 통해 수면으로 떠올랐고 여성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미지의 범주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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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사진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항목

페미니즘      
표현성

표현특성
여성

이미지주제 외모&복식
위치,

제스처&
자세

시선

여
성
성
의  
다
면
화

여

성

성

의 

극

대

화

-Grande stile
-Shy, Hush
(남성대상)

-화려한 
색채의 대비

-화려한 
장신구

-노출
-망사스타킹
-속옷

-남성의 
상위에 위치

-남성이 
사진의 
배경이 됨

-의자에 
기댐

-다리 벌림

-정면 응시

-적극적
-권위적
-자율성

여

성

성

의 

해

체

-Alien
-Defiant 
vision

-Mannish 
Allure

-Dazzle
-Three 
women

-Rehab
-Le Havre
(프랑스 북부 
항구)

-직선적 
실루엣

-최소한의 
장식

-미래지향 
패션

-남성과 
여성의 의복 
기표의 결합

-무정형의 
의복 (몸의 
실루엣 모호)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등의 조합

-강한 
메이크업

-다리 벌림
-양팔을 
허리에 

-당당한 
걸음걸이

-힘 있는 
자세

-활동적인 
자세

-담배 핌
-정자세
-삭발행위

-강렬하게 
정면 응시

-상대방 
응시

-강력함
-능동성
-기괴성
-무성성

<표 3 >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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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페미니즘      
표현성

표현특성
여성

이미지주제 외모&복식
위치,

제스처&
자세

시선

지
역
문
화
의 
다
양
화

-Champagne
-Black
  Beauty
-Naomi 
  Campbell

-유색인종
-오리엔탈
-소재모피
-호피/얼룩

말무늬
-란제리
-속옷

-양팔을 
높이 치켜 
듬

-춤을 춤
-무거운것을 

거뜬히 
들어올림

-정자세

-정면응시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음

-자율성
-주체성
-자유

성
소
수
자
의 
수
용

-Serviced
-Poetic
 Mood
-Tomorrow's 

Parties

-같은 복식
-가죽, 비닐
-원추형 

브래지어
-망사스타킹
-피어싱

-키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

-얼굴 
만지기, 
기대기 등 
스킨쉽

-담배피기

-정면응시
-상대방응시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음

-적극성
-능동적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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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

   본 절에서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표현특성에 근거하여 3

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고찰한다. 

  1) 적극적인 여성이미지

   여성은 성적인 대상인 동시에 성적인 본능을 드러냈을 경우는 음탕하고 

충동의 화신으로 또는 남성을 타락 시키는 위험한 ‘요부’로 치부되어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은 성적인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이기를 강요당했다. 

  적극적인 여성 이미지는 본질적인 여성성의 극대화의 범위에 속하는 파워 

페미니즘, 개인주의 페미니즘, 포르노그래피 페미니즘 등에서 제시되며 ‘처

녀’와 ‘요부’의 이분법적 분리를 해체하였으며 섹슈얼리티를 오히려 권력으

로 사용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패션사진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적극적인 여성 이미지는 위치, 시선, 제스

처 복식 등에서 나타난다. 

  위치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있거나, 중심에 위치

하고 남성은 배경으로 취급된 사진은 여성의 권력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사진 3,4,6> 인체를 노출하거나 망사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통해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다.<사진 4,5,6, 18,19.20> 

시선은 카메라를 피하거나 감지 않고, 카메라를 정확하게 응시하는 것을 통

해서도 여성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읽을 수 있었다.<사진 3,4,6,> 제스처와 

자세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기대있는 동작,<사진 4,6> 다리를 벌리고 

힘 있게 서있는 동작<사진 19>, 남성들의 시선 가운데서 춤추는 동작<사진 



- 75 -

18> 등으로 쾌락적이면서도 성적 대상화됨을 즐기며 오히려 과시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성적 표현에 있어서 늘 부정적이었던 1, 2세대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시선

의 대상이 되는 섹슈얼리티를 반대하고 남성과 동등해 지려는 노력으로 여

성의 성적인 본능을 감추었지만 3세대 페미니즘에 와서는 여성의 개인적인 

자유를 지향하게 되면서 성적인 본능의 표출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즉, 패션사진에서 표현되는 여성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복종

이 아닌 성적 권력의 주체임을 주장하며 성적인 본능에 대한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여성의 해방, 권리, 자유, 독립감과 권력을 표현하였

다. 

  2) 강건한 여성이미지

   19세기의 강건함은 주로 남성의 특질로 여겨왔고 억압적 위치의 여성에

게 강건함이란 자연의 순리의 역행으로 간주되었지만128) 현대에 와서 페미

니즘의 활약으로 여성은 남성복을 착용하거나 모방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해

지기 위해 강건함의 속성을 공유하였지만, 3세대 페미니즘에 와서는 여성의 

고유특질의 강건함을 수용하여 강건한 여성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전 세

대 페미니즘과 차이가 난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치장된 여성이미지를 

거부하고 강건함과 파워, 주체적인 이미지로 양성성과 무성성을 표현하였다. 

  위치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시선방향을 여성 모델에게 모아지게 하여 주체

성을 표현하고<사진 9> 남성과 동등한 선상에 있게 함으로써<사진  4, 

11,17>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함을 암시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는 남성

128) 김민자. 위의 책. p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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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수트를 착용하되 밀착하여 신체 볼륨을 강조하여 섹

시미를 부여하거나<사진 12,13> 장식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심플하고 직선

적인 요소의 의복을 착용하였다.<사진 7,8,9> 또한 자신의 신체를 재구성하

여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기괴하게 표현하였는데, 가상공간에

서의 이질적인 존재<사진 9>, 또는 괴기스럽거나 아방가르드한 의복과 헤어

스타일<사진 14,15,16>로 무성성을 지향하였다. 시선은 카메라를 강렬하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진 7,8,9,12,15> 상대방 남성도 강렬한 눈빛으

로 응시하여<사진 10,11> 남성권위에 대한 저항과 공격성을 나타냈다. 제스

처와 자세는 양팔을 허리양쪽에 대거나 머리 뒤로 얹어서 당당함을 표현하

고,<사진 7,8>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사진 9>, 남

성과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도<사진10> 여성으로서 강건하고 당당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자세를 취하여<사진 12,13> 조용하

고 차분한 전통 여성이미지의 전복을 나타냈다. 그 밖에 삭발을 하는 행동

을 통하여<사진 16> 파격적이고 심리적인 분노를 표출하였다.

  종합해 보면, 패션사진에 나타난 강건한 여성성은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여성성을 전복하고 해체적인 여성이미지를 추구

한다. 전 세대 페미니즘은 맹목적인 남성의복의 모방이 아니라 여성 신체의 

장점을 살려주는 동시에 남성의 특질을 공유하는 이미지로 표현되었고, 또

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무성의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연약하고 아름다움의 여성성을 해체시켜, 다면적인 여성성을 추구

함으로써 여성주체성, 자율성, 독립성 및 충격효과로 여성이미지의 해방과 

전복성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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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문화란 한 사회의 복합적인 요소를 혼합하며 삶의 양식, 방식 혹은 관습

이나 신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며 이와 상이한 문화를 하위문화, 혹은 타자의 문화라고도 한

다.129) 18세기 유럽은 스스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다

고 자부하며 다른 문화는 성숙되지 못하고 일탈한다는 오류를 낳게 된다. 

헤더(Heder)는 문화란 동일 선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고 주장

하며 다선상의 문화모형을 주장했다. 따라서 패션사진에서는 지역, 문화, 인

종의 타자의 문화를 언급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의 특수한 가치를 표현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남성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시선의 대상으로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상황으로<사진 18> 쾌락성, 관능성, 주체성으로 나타냈다. 복식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글러머룩이나 섹시룩 등으로 유색인종 여성의 특유

의 신체곡선을 부각시켰고 <사진 18,19>, 새 혹은 동물의 무늬의 의복으로 

야생성을 타나냈으며<사진 18,19,21> 강렬한 시선으로 카메라 응시하여 이

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임을 입증 시켰다.<사진 20> 자세에 있어서는 하늘

을 향해 치켜든 자세와 춤추는 자세 및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로 강인함

과 자유를 상징하였고<사진 18,19> 나체인 상태에서 정면으로 마주 서서

<사진 20> 위압감과 강렬함으로 관찰자를 압도시켜서 흑인 여성의 주체성

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패션사진에 나타난 유색인종 및 타문화 여성

은 당당한 여성이미지로 역사적, 경제적인 열등감을 타파하며, 독립성, 관능

성, 주체성으로 다문화와의 혼합을 표현한다. 따라서 유색인종/백인, 남성/

129) 김민자, 위의 책, pp 144, 14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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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류/비주류 등의 연합을 통해 전략적으로 주체성을 제시한다.

  4) 동성애적 여성이미지

   젠더에 관심을 쏟으면서 퀴어 이론에 근거하여 젠더 자체의 다양성의 

고민도 하게 되었다. 즉 이성애 중심의 사회의 보편적인 정체성을 해체하고 

동성애, 양성애 및 페티쉬, 도착증 등 성적 취향을 가진 사회에서 소외 되

었었던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해 인정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위치에 있어서는 여성과 여성이 같은 화면에 등장하고 동일한 위치<사진 

22, 25>, 혹은 상하로 위치되어 있다. 또한 서로 같은 의복을 입거나<사진 

22>, 상반된 의복을<사진 25>입음으로써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동

일하거나 이질적인 특징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가죽, 비닐, 원추형 브래지

어, 과장된 메이크업으로 <사진 24> 도착증이나 페티쉬적 취향을 표현하였

다. 자세와 제스처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만지거나 응시하는 자세<사진 

23,25>, 키스를 하는 자세<사진 22>로 새로운 의미에서의 관능성을 제시했

으며, 성적 취향의 해방을 표현하였다. 패션사진에 표현된 동성애적 취향은 

여성들의 스킨쉽이나 의복의 이질성, 시선 등으로 나타나며, 페티쉬, 도착 

등, 성적 환상을 수반한 퇴폐미로 은폐되고 가려졌던 성적 취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3세대 페미니즘은 패션사진을 통하여 적극적인 여성이미지와 

강건한 여성이미지, 동성애적 취향과 문화의 융화로 드러났으며 전통적 여

성이미지의 해체를 지향하고 여성의 성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능동적으로 여

성의 권위와 자유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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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표현 내적의미

적극적인

여성이미지

Ÿ 여성이 남성의 상위에 위치
Ÿ 도발적인 자세
Ÿ 섹슈얼리티의 과감한 표현
Ÿ 카메라 혹은 상대방 응시

Ÿ 수동적인 여성상을 전복
Ÿ 정숙한 여성과 퇴폐적 여성의 

이분법 해체
Ÿ 여성의 권리를 지향
Ÿ 성적 억압에서의 해방
Ÿ 적극성, 자율성

강건한

여성이미지

Ÿ 괴기한 무성적 의복, 
강인한 양성성 의복

Ÿ 양손을 허리에 대여 
당당하게 표현

Ÿ 강렬한 시선으로 카메라 
응시

Ÿ 전통적 여성이미지의 해체
Ÿ 남성 주도권에 대한 위협
Ÿ 독립성, 기괴성, 강력함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Ÿ 유색인종, 민속복식 등장
Ÿ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음
Ÿ 관능적이고 당당한 자세
Ÿ 압도적이고 강렬한 

시선으로 카메라 응시

Ÿ 유색인종 및 타문화의 역사적 
열등감 타파

Ÿ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 해체.
Ÿ 타자문화의 여성권리 지향
Ÿ 주체성, 자유

동성애적

여성이미지

Ÿ 페티쉬, 도착증 의복
Ÿ 여성들간의 스킨쉽
Ÿ 시선을 의식하지 않음
Ÿ 상대방 응시

Ÿ 고전적인 젠더개념 전복
Ÿ 성적자유 추구
Ÿ 능동성, 주체성

<표 4>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의 외적표현과 내적의미

  이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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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결   론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성성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이는 패션사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패션사진은 패션상품만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의 혼재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모델의 시선, 제스처, 자세, 위치, 배경 및 모델의 의복과 메이크업에서 여

성이미지를 유추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과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성에 관한 개인적인 차

이, 지역과 문화의 차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이 등 3가지로 나누어 특성

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 시대 대표적인 패션작가를 선택하고 그들의 패션

사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페미니즘의 표현 특성과 여성이미지를 고찰하였

다.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세 세대(waves)로 분류되며 사회에서의 남성과 동

등한 기회와 지위를 갖고자 하는 여성 신장주의로 해석된다. 1세대 페미니

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운동으로써 참정권과 노동권익을 위

하여 제기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2세대 페

미니즘은 20세기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한

계점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이질론에 근거하여 차이를 주장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며 우월한 성도 없고 열등

한 성도 없음을 주장하여 각인 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백인 특정집단을 위

한 주장이었고 이러한 주장은 지역의 차이, 계급의 차이, 민족의 차이,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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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못하였다폐 3세대 페미니즘은 이러한 논점에

서 출발했으며, 여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주목하여 연

구하였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을 여성들의 개인적인 차이, 지역과 문화의 차

이, 성적 성향에 대한 차이 등 3가지로 나누어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다

면적 여성성은 여성성의 극대화 전략과 해체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성

의 극대화의 분류에는 파워페미니즘, 개인주의 페미니즘, 포르노그래피 페미

니즘 등이 포함되며, 섹슈얼리티의 자율적인 선택과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

여 권력을 얻는 등 과감하게 여성성을 부각시키기를 주장하였다. 여성성의 

해체에는 아나카 페미니즘과 DIY 페미니즘이 포함되는데 권력집단인 남성

에 대해 급진적인 방법으로 분노와 불만을 토로하였고 전통적인 여성성은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에서 나타난 형태임을 주장하여 ‘do it yourself'라는 

슬로건으로 독립적이고 강하게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둘째는 다양해진 

지역·문화성으로 소외된 지역과 문화에 따른 여성들의 이중적인 억압과 차

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3세계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다문

화 페미니즘 등 지역별로, 문화별로 존재하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각각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들이 제기하였다. 셋째는 사회적으로 

배척되었던 성적 소수자들의 집단도 여성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퀴어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페미니즘으로써 성의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탈

피하여 다형적인 섹슈얼리티와 다중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며 동성애자의 집

단권리 옹호를 넘어서 ‘이상한 존재’가 아닌 ‘정상적인 존재’에 대한 도전을 

지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사진에 나타난 여성성의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면적 여성성에서 여성성의 극대화로 분류되는 여성의 이미지

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관능성과 쾌락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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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노출하거나 시스루로 간접적인 노출을 하고, 망사스타킹 혹은 속

옷의 겉옷화, 화려한 장신구, 또는 다리를 벌리는 동작, 남성의 위에 위치하

거나 남성을 배경으로 표현하여 여성의 성적 권력의 주체성을 나타냈다. 여

성성을 해체한 표현에는 여성을 강인하고, 권력적인 능동적으로 묘사하였는

데, 남성의 강력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양성성을 띄거나 괴기스러우며 양성 

구분이 가지 않는 무성의 이미지로 다면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고 다리를 

벌리거나 당당하게 걷는 자세로 표현하여 전통적인 획일화된 여성성을 거부

하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추구한다. 둘째, 다양해진 지역·문화성은 백인문화

의 우월주위에서 벗어나 유색인종과 타지역· 타민족을 주제로 하여 소외 받

았던 집단의 주체성을 표현하였다. 호피무늬나 모피와 같은 야생동물의 이

미지의 복식을 착용하여 야생성과 관능성을 표현하고, 힘 있는 자세를 취하

여 독립성과 주체성을 표현하였다. 수용된 성소수자는 이분법의 젠더 구조

를 해체하고 성소자의 감성과 성적 능동성, 새로운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

다. 동성과의 키스 혹은 스킨쉽과 가죽, 비닐의 소재, 원추형 브래지어, 망

사스타킹, 피어싱 등으로 능동적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성적인 자유를 추구

였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은 남성에게 의존적이었던 여성을 거부

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지향하며 개인주체성을 강조하여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단일한 여성성을 해체하고 다양한 여성성을 추구하였다.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는 ‘적극적인 여성이미지’, ‘강

건한 여성이미지’,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성적소수자의 여성이미지’ 등 4

가지로 귀납할 수 있는데, 첫째, ‘적극적인 여성이미지’는 정숙한 여성과 퇴

폐적인 여성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해체하고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탈피한 복종이 아닌 권력의 주체로써 여성의 해방, 

권리를 표현했다. 둘째로는 ‘강건한 여성이미지’으로써 전통적인 나약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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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해체하고, 독립적이고 강건한 이미지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지향

하였고 남성권력에 대해 도전하고 위협하였다. 셋째,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로는 유색인종 및 타 문화의 역사적 열등감을 타파하고 주류와 비주류의 이

분법을 해체시키고 차이를 완화시켜 이중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였다. 넷째는 ‘동성애적 여성이미지’로 고전적인 젠더 

개념을 전복시키고, 관능성과 능동적으로 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해체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 정체성을 추구하여 진정한 여성해방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은 개별적 여성성에 주목하

여 특수성을 수용하고, 우월과 열등, 정상과 비정상,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

항대립을 타파하였으며 다양한 여성이미지를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

해방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는 페미니즘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러한 여성이미지는 여러 사회적 의미들을 함축

하고 있다. 패션사진과 페미니즘은 패션과 함께 여성의 권리, 사회 문화적 

사상의 변화를 공유하며,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

를 맺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 변화에 대한 이해

를 돕고, 패션사진을 통한 여성이미지 표현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페미니즘 시각

으로 여성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기초자료 적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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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spreading of the feminism in a society as a whol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feminism has always been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s the fashion reveals femininity instantly and visually as the 

means of the women's self-expression, it attracted feminists' attention 

but sometimes was excluded under the reason that it restricted 

femininity. The feminism theories have changed while seeking a solution 

in the conflicts with many social issues. Recently, the third wave  

feminism studies not only pay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of individual 

women and embrace various kinds of difference but show an interest in 

the alienated race, culture and gender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femininity from the feminist point of view and 

contribute on the future studies on the feminine image expression in the 

fashion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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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nalyzes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wave  feminism 

revealed in the fashion photographs and examines the feminine image 

affected by the third wave  feminism. For the research purposes, bot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conducted together. Centered on 

『Vogue』in Italy and USA and works by Paolo Roversi, Peter 

Lindbergh, Steven Meisel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photographers 

of the times, this study was done for the editorial fashion photographs 

between 2000 and 2010. 

  Generally, feminism may be divided into that of the 1st, 2nd and 3rd 

waves. In other words, the first wave  feminism which dealt with 

equality of men and women as the key point based on the 

Enlightenment, liberalism and egalitarianism, the second wave  feminism 

which emphasized heterogeneity of men and women, recognized their 

difference, and maintained corresponding rights composed by White 

middle class scholars, and the third wave  feminism originated from 

interest in the alienated class, which discussed difference among women 

contrary to the standpoint of second wave  White women handling a 

group of women as a unique concept. 

  This study categor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3rd wave feminism as 

3 ones. The first is 'Multi-dimension of the femininity' to take notice of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women and pursue multi-dimensional 

femininity. The second is 'Diversification of region ·culture' to embrace 

difference of regions· cultures and recognize their specificity. The third 

is 'Acceptance of the Sexual Minority' to seek diversification of the 

gender identity and include homosexuals and bisexuals in th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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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analysis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photograph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wave  feminism, 

the followings are definitions of the feminine image affected by the 

third wave  feminism. First, as the 'active feminine image', it escapes 

from the passive viewpoint and expresses liberation and rights of 

women as the subject of the power rather than subordination using 

sexuality of women actively. Second, as the 'robust feminine image', it 

pursues an independent and strong image, challenges and threatens the 

man power. Third, as the 'multi-cultural  feminine image', it reduces a 

gap among colored races and many other cultures, seeks after rights 

and freedom independently escaping from the dual oppression, Fourth, 

as the 'homosexual feminine image', it disorganizes dichotomous gender 

identity actively and pursues diverse gender identities. 

 So, it shows that the third wave  feminism expressed by the various 

media cultures influences the feminine image in a society at large, 

creating a new image of a woman through exchanging and 

communicating with its recipients. 

Key Words: The Third wave Feminism, Fashion Photographs,  

Expressive Characteristics, Feminine Image, Femin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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