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허 예 은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지도 교수 하 지 수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허 예 은 

 

허예은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국문초록 

 
 

    19세기 이후 산업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사회 및 개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젠더는 현대인의 자아 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관이 되었다. 그러나 젠더는 남성과 여성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며,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기도 하다. 현대 패션은 젠더의 경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장이자 젠더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젠더는 복식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한국 

패션에 대해 젠더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여 한국 

현대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밝혔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패션 

브랜드의 소비자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가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헌적 고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에 따른 복식의 

변화와 젠더 관련 패션 담론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도출하여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였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남성 및 여성의 위계가 

상이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으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는 복잡한 중층적 

구조가 도출되었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 하에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았으며 한국전쟁 이후 군사문화 및 독재정치,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으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20, 30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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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20대, 30대 남성 11명, 여성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 30년간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허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뿐 아니라 

인성 및 품격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은 

약해져, 젠더 인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여 한국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추구하는 젠더 가치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상이하여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경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젠더 

가치관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확고하여 타인의 평가 및 사회적 규범에 개의치 않았으며 따라서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개성과 새로운 

취향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여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및 능력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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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개인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패션이 단순히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성향과 취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미적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향과 패션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한국 근현대 복식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통해 

한국 복식사를 고찰한 결과,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예의와 

격식 등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한 한편, 다양한 

취향과 패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문화적 특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유희적으로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새로운 취향을 경험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의 이중적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 및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 기존과 같이 성별이나 연령을 토대로 한 정량적 소비자 분석 및 

세분화 방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면접자들은 

직업활동이 중심이 되는 옷차림과 취미 및 사적 친분활동 시 옷차림을 

구분하여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하였으며, 정형화된 남성 및 여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특성 및 브랜드 컨셉에 지루함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에서는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 취미 

활동 및 취향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브랜드 컨셉, 새로운 

매장 구성을 통한 패션 경험 등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성적 측면에서 

분석, 반영할 수 있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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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젠더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적 패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패션 및 복식문화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복식사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와 체계적인 

젠더 검사지를 활용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 요 어: 젠더, 한국 젠더 가치관, 한국 패션, 젠더와 패션  

학    번: 2013-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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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복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하면서 당

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의복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개인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이자 한 시대의 문화적 양식에 깊이 뿌리를 

둔 사회적 표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Horn & Gurel, 1988). 따라서 의

복 혹은 패션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며, 다양한 관점에

서의 이해로 인해 의류학 연구 또한 자연과학 및 사회학, 인류학 등 여

러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하는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그 동안 의류학 연구는 예술사적 관점에서 패션의 미학적 특성 혹은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거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복식 유행과 

관련하여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종, 계급, 성별 범

주에 따른 민속 복식 연구가 중심이었다. 그 중 패션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초창기 사회학 이론가들(Simmel, 1904; Veblen, 1899)의 이론

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소 미비한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복식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사회학적 방법론을 

제안(Crane & Bovone, 2006) 패션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고찰(Taylor, 

2012), 패션 상품의 미학적 소비가치(Entwistle, 2002), 몸으로 체현되

는 일상에서의 복식 경험(Entwistle, 2001), 19세기 산업사회 이후 패

션 문화의 변화(Wilson, 2003; Craik, 1993)등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패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의류학 연구는 

소비주의, 물질 문화 혹은 몸과 섹슈얼리티 등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중 성과 복식문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남성 및 여성 복식 

이분화의 기원 및 조형적 차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고찰하며 특히 

19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이 보여온 차이에 주목하는

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복식의 발전 및 유행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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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Elizabeth Wilson)은 저서『Adorned in Dreams (2003)』를 

통해 한 사회를 둘러싼 가치관과 신념, 욕망을 표현하는 미적 매개이자 

문화적 현상으로써 패션에 대해 규명하면서, ‘패션은 젠더 표현의 주요한 

장이 되어, 젠더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해왔다’고 언급하여 서구 

현대 패션에서 젠더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 강조한다. 홀랜더(Ann 

Hollander) 역시 저서『Sex and Suit (1994)』를 통해 약 200년간 유

사한 형태를 유지해온 근대 남성 정장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구 현

대 패션에서 성 정체성이 미친 영향력과 그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키

드웰(Claudia Kidwell)과 스틸(Valerie Steele) 또한 178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외양이 다르더라도 컬러와 소재 등 유사한 미

적 특성을 보이며 계급적 상징이 중요하게 인식됐으나 1840년대 들어서

면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에 적합한 새로

운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Kidwell & Steele, 1989).  

    성과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19세기 이후 산업중심주의의 자본

주의 사회 및 개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젠더가 후기 근대인의 자아의

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관이었으며, 복식이 젠더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연

구들은 서구 복식사를 단순히 패션 스타일의 변천과 디자인의 조형적 변

화로 설명하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복

식 경험과 패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여 그 이면에 내재하는 문

화적 속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에 주목하여 현대 패션사에 

대해 고찰한 것과 달리 한국의 복식 연구는 조선시대 이전 전통 한복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근현대 이후의 복

식 연구는 패션 스타일의 변천,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 등 패션 산업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기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이는 근현대 한국 패션은 

서구 패션의 유행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국 패션이 외형적으로 서구 패션의 유행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할

지라도 이면의 문화적 속성은 서구 문화권과 매우 상이하다. 한국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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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군사문화 및 서구 문물을 통한 패션 산업의 

성장으로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험과 젠더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논의된 젠더 가치관 및 

젠더와 복식에 대한 담론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을 보인다.  

    젠더와 복식에 대한 국내 의류학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

행되었는데 첫째, 미학 및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패션에 표현된 성을 분

석하는 사례연구(김현정 & 임은혁, 2015; 김정연, 제갈미 & 이연희, 

2007; 박미령, 2003; 이연희 & 김영인, 2005; 이현구 & 박길순, 1998; 

강정화 & 금기숙, 1996; 최경희, 2006; 최정화, 2006)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젠더 개념을 단편적으로 차용하거나 섹슈얼리티 개념과 

혼용하여 패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성과 사회 권력

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또한 대다수가 서구의 현대 패션 사

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성 역

할에 따른 의복 이미지 추구 성향을 알아보는 실증연구(차진희 & 강재

숙, 1995; 원미숙 & 강혜원, 1983; 윤은아 & 이선재, 2000; 이현지 & 

박옥련, 2006, 이명희, 1993)가 있는데, 이는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측면에서 연구되어 한국 복식문화에 대한 분석은 배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현대 성 역할에 따른 복식의 특성을 살펴본 문헌연구

(이지현, 2009, 2010; 이하나 & 이예영, 2015; 이재윤, 2014)가 있는데, 

복식의 조형적 특성 혹은 이미지 유형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의류학 이외의 분야에서 한국 근현대 젠더 정치에 따른 

남녀 복식의 차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안태윤, 2005; 김수진, 

2007; 엄미옥, 2010, 김영찬 & 김종희, 2012)가 시도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일제 강점기나 1950년대 등 특정 시기만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젠더는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

범을 반영하고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복식 형태

와 패션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젠더와 

복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화기 이후 한국 

근현대의 특수했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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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패션 스타일 및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반영

하고 현대인의 자아 정체성 구성 및 패션 취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젠더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분석하는 한편, 심층 면

접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젠더 인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

출하고 한국 현대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문적으로 근대화 혹은 서구화 등 단편적인 관점

으로 이해되는 한국 패션에 대해 젠더 관점을 통해 또 다른 문화적 해석

을 시도하여 한국적 패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을 

높여 남성 및 여성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와 관련한 패션 

디자인 및 상품 기획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서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토대로 한국의 젠

더 가치관의 특성을 구체화한다.  

 

연구문제 2. 한국 근현대 젠더 가치관에 따른 남성 및 여성 복식의 변

화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심층 면접을 통해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젠더와 관련한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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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법을 통

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를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우선 서

구 젠더 가치관과 한국 젠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서구는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바

탕으로 오랫동안 이분화된 젠더 규범을 유지해왔다. 19세기 여성운동의 

출현 이후 서구의 젠더 이분법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으며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의 확산에 따라 패션 스타일 또

한 다양해졌다. 반면 한국사회는 개화기 이후 외세에 의해 근대화가 진

행됨에 따라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단절을 겪었으며, 여성해방

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젠더 가치관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근현대 

시기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서적 및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기사와 잡지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심층 면접법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

였다. 질적 연구는 직접적인 의견과 개인적 경험 및 인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젠더 가치관 및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에 관

한 심층 깊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또한 심층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사방법으로, 

심층적(in-depth)이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 형태의 면접을 말한다(Mason, 2002).  

심층 면접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남성 및 여성의 젠더 가치관

과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면접에 앞

서 예비질문으로 간단한 인적 정보를 물었으며, 구체적인 인구통계 정보

의 문항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패션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학력, 

직업 및 해외거주 경험 등의 항목에 대한 기준을 상세화한 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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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로치와 에셔(Roach-Higgins & Eicher, 

1992)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의복의 영향력에 대해 지적하며,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젠더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도입 질문은 젠

더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가치관, 직업에 대해 물으며 

진행하였다. 전환질문으로써 패션 취향과 젠더 가치관 문항은 두 항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위적인 답변을 피하기 위해 질문 문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젠더 가치관은 유아기 시절 성 역할 고정관념의 형성에 대

해 고찰한 웨인랍(Weinraub, Clemens, Sockloff, Ethridge, Gracely & 

Myers, 1984)외의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소속된 집단에 따라 젠더 

가치관이 변화하면 의복 스타일 또한 변화한다는 내용을 도출한 아서

(Arthur, 1999)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패션 취향 항목은 함효

경(2007)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나 중시하는 의복 가치나 외모관리 행

동 등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주 

질문은 추구하는 젠더 가치관, 개인의 젠더 가치관과 추구 패션간 연관

성, 이상적인 패션 문화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지침 및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심층면접 지침 및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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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면접 대상자는 사전 설문을 바탕으로 최근 20, 30년간 급변한 

젠더 가치관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20대 및 30대의 남성, 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다. 면접참여자는 남성 11명, 여성 11명으로 총 22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면접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면접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연번 이름* 연령 성별 직업 

1 김지민 33세 남성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2 이재준 34세 남성 주얼리 브랜드 운영 

3 김노을 30세 여성 패션 매거진 에디터 

4 박수형 34세 여성 패션 연구원 

5 최현진 31세 남성 멀티샵 브랜드 MD 

6 이영주 29세 여성 럭셔리 브랜드 MD 

7 박경아 33세 여성 패션 연구원 

8 최준희 31세 남성 디자인 작가 

9 한지혜 30세 여성 공무원 

10 한동준 30세 남성 법무관 

11 정해준 30세 여성 회사원 

12 김선희 29세 여성 교사 

13 박범준 30세 남성 법무관 

14 강혁수 32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15 이은아 27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16 박은솔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17 이수영 30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18 김재이 31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19 이윤재 30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20 김가람 28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21 김소라 29세 여성 의류학과 대학원생 

22 최세원 26세 남성 의류학과 대학생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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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방법은 연구자의 지인들과 지인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편의표

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그리고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면접은 20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되었

고, 연구자의 학교나 근처 커피숍,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모두 1대 1면접을 기본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 내용은 면접 참여자의 동

의 하에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에 앞서 연구문제

와 일관된 반구조적 설문지를 준비하였으며, 인터뷰의 진행 상황과 대화 

흐름에 따라 질문 내용을 유연하게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 대상 연구이기에, 모든 면접은 서울대학교 생명연

구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IRB no. 1605/002-001)와 연구계획서

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인터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자료 전체에 일관된 지표체계를 부여하는 횡

단적 지표화(cross-sectional index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내용을 필사하여 문서화한 진술 자료에 ‘추구 성 역할’, ‘추구 성 

이미지’, ‘추구 패션 스타일’, ‘중요 가치’, ‘영향 요인’의 지표를 부여하여 

구분한 후, 분리된 텍스트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검

토하며 지표들의 연결고리를 정교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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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젠더와 패션에 대한 사적 고찰 

 

 

    본 장에서는 젠더 관점에 따른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고자 하

였다. 제 1절에서는 젠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성과 젠더의 의미 차

이를 살펴보고 젠더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제 2절에서는 한국 복식사 고

찰에 앞서 서구 현대 패션에서 젠더 관점에 따른 복식사적 고찰 및 젠더

와 패션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 한국 근현대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

을 도출하고, 젠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남성 및 여성 복식을 분석하여 

젠더와 관련한 한국 복식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1 절 젠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과 관련한 개념에는 성차(sex), 성별(gender), 성(sexuality)이 

있는데, 대개 모두가 우리말로 ‘성’이라고 혼용되어 번역되는 탓에 의미

의 사용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젠더의 개념이 형

성되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젠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

였다. 또한 젠더학의 연구 동향과 기타 학문에서 젠더 범주의 활용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 따른 복식사 고찰의 목적을 분명히 하

고자 하였다.  

 

 

1. 성과 젠더의 의미 차이 

 

1) 성(Sexuality)의 의미 
 

    대개 성차(sex)는 생물학적 개념에 토대하여 해부학적 생김새 및 

생식기능과 같은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성별(gender)는 

사회문화적 개념에 토대하여 한 사회의 규범, 가치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기대, 그리고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학습되고 구성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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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다(김희정 & 양숙희, 2004). 성(sexuality)은 성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이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성적 욕망이나 심리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성적인 것의 전체를 가리킨다(최경희, 2006). 이러한 의미의 

차이 때문에 생물학적 개념에 토대한 성은 남성 및 여성의 성 특질은 태

어남과 동시에 결정되고 구분되어 불변한다고 보는 본질주의적인 개념으

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본능적이라고 이해되는 성 특질과 성적 욕망

도 당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에 준하여 변해왔다는 점에서 성의 

의미도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윅스(Jeffrey Weeks)는 저서

『Sexuality (1986)』를 통해 성에 부여된 의미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세 번의 핵심적 전환기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기는 기독교화된 서구가 고개를 들기 전인 서기 1세기경

으로, 쾌락만을 탐닉하는 성을 점차 부인하면서 나타났다. 이후 성의 목

적은 생식을 위한 것으로 변하였고, 혼외 정사는 쾌락을 위한 것이었기

에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결정적 계기는 첨예한 논란과 종교적 

투쟁이 끝난 후인 12, 13세기에 나타났다. 기독교 전통이 승리하게 되면

서 종교적, 세속적 세력이 요구하던 새로운 규범이 수립되어, 결혼은 가

족이라는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타인이면서도 함

께 살아가야 할 두 사람을 위한 규칙들이 다듬어졌다. 신학자들과 율법

학자들 또한 지적인 탐구로써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답해주기 위해, 기혼 부부의 성생활을 철저하게 거론하였다. 18,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성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성에 대한 

정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다른 형태의 관계들이 성적 일탈로 범주화됨

에 따라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계기가 도래한다. 현대 사회는 이 마지

막 변화의 결과를 직접 계승하고 있는데, 이는 성의 규제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의학, 심리학 및 교육적 규범에 의한 세속적인 규제로 

이동함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그 결과 변태나 도착 같은 새로운 성의 

유형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성적 정체성들이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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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는 고대부터 있었으나 동성애자라는 인격유형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

타난 것이다(Weeks, 1986).  

    세 번의 역사적 전환기를 통해 성의 의미는 쾌락적 탐닉에서 생식을 

위한 것으로, 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가족을 형성하며 올바른 도

덕적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한다. 18세기, 19세기 이후 성에 

대한 규제가 종교와 도덕적인 것에서 의학이나 교육과 같은 세속적 규제

로 변화하면서 성의 의미 또한 문화적 범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Kraft, 

Braun & Stephan, 2002). 즉, 성이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 필연

적인 행위의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한 사회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개인

의 독립적인 본능을 규정하는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는 저서『History of Sexuality (1976)』를 

통해 특히 성의 의미가 사회 권력의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변모한 것

에 주목, 성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18

세기부터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국가의 인구관리와 연결시키는 담론이 상

당히 증가하였는데, 푸코는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성이 의학자, 심리학

자, 정부의 전문가에 의해 생활에 개입하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고 말한

다(Foucault, 1995). 푸코는 근대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담론의 목

표가 죽음의 문제에서 삶의 구조화에 대한 관심으로, 담론의 대상은 육

(肉)으로서의 몸에서 정신적인 몸으로 전환되었으며, 담론의 범위 또한 

익명의 개인들에 대한 통제에서 다원화된 인구(population)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hilling, 1993). 푸코는 담론과 관

행에 의해 건강/질병(Health/Illness), 정상/도착(Normality/Deviation), 

합법/불법(Legal/Illegal) 등의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성은 효

과적인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권위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

음을 지적한다. 또한 개인이 성, 즉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특히 그와 관

련된 인간과학이나 관행들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담

론을 통하여 억압되어왔다고 주장한다(Foucault, 1995).  

    성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지식 구조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확립하

는 것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현상에 주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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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 푸코는 몸을 자연적으로 상이한 실

체로 간주하기 보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권력의 형식들이 투여될 수 있는 

고도로 순응성 있는 현상으로 간주(Shilling, 1993)했는데, 페미니스트들

은 이 같은 푸코의 관점에 착안, 성과 성적 관계를 사회적 구성물로 규

정하고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쾌락적 탐닉에서부터 생식, 사회 통제의 효율적 수단에 이르기까지 

성의 의미는 시대적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

해왔다. 성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면서도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진리와 규범,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가장 본질적

이면서도 사회적이다. 인간과 사회를 보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밀

접한 수단인 성은 그 자체로서 실재적이다.  

 

 

2) 젠더(Gender)의 의미 
 

    젠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로, 사회구성주의 페미

니스트인 오클리(Ann Oakley)가 저서『 Sex, Gender and Society 

(1976)』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오클리는 젠더라는 용어를 통해 남성성

과 여성성의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보다 사회 속에서 규정된 속성

임을 밝혀내고자 한다(Oakley, 1976). 또한 젠더라는 개념의 발견을 통

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생득적이기보다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해 강조

된 것이라는 관점이 주요해진다.  

    이후 젠더 수행성 이론(gender performativity)을 주장하며 후기 

여성학 및 퀴어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버틀러(Judith Butler)는 더 

나아가 젠더의 범주를 확장한다. 수행성 이론이란 일상적인 대화나 몸짓

이 정체성의 부차적 행동으로 이해되는 관점을 뒤집어 정체성이 수행적

인 행동과 발화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정체성의 구조에 역으

로 접근한다(Butler, 2008). 즉, 버틀러는 젠더가 고정적이거나 실체화

된 대상이 아니라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듯 일종의 퍼포먼스에 가

까운 것이라는 수행성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젠더가 믿을 수 없는 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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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고자 한다. 버틀러는 성차와 성의 개념 모두 사회문화적으로 규

정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면서 모든 종류의 본질주의에 반대하며, 젠

더의 틀을 벗어나는 전복적 행위를 통해 그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신체적 차이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남

성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논리에 대응하는 저항적 연구와 운동이 본

격화된다. 따라서 젠더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간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구분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불평등한 위계구조와 차별적 행위들에 대

한 실천적 움직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2. 젠더의 활용 

 

    젠더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초창기 젠더 연구는 여성학과 유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역사학자들은 성적 차별

화 구조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젠더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 시작한다. 생물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는 젠더 범

주를 활용해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데 있어 결정론적인 관점의 본질주

의를 벗어나 환경과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 확

산된다. 이후 젠더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이 이어

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성 정체성의 태생 및 후천성에 대한 동성애 

이론까지 확장된다((Wiesner-Hanks, 2001).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젠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젠더 연구는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젠더 범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활

용된다. 첫째, 정신분석학 혹은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정체성의 형성에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출하거나 둘째, 이데올로기 비판적 관점에

서 소수자나 약자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이다(Kraft, 

Braun, Stephan, 2002). 이데올로기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성 소수자 뿐 아니라 소수 민족과 인종, 계급 등 약

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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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범주가 가지는 문화적·정치적 속성을 통해 불평등의 구조를 바라

본다. 즉, 젠더 연구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기준에서 소수자로 배제될 수 있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차별과 제

도적 불평등에 대해 집중한다. 젠더 연구에서는 맥락과 관계적 의미가 

중요하게 분석되며, 종국적으로는 성차별적 위계질서와 구조를 생산해 

내는 삶의 다양한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에 주목한다(장순란, 2013). 이

러한 점에서 젠더 범주의 활용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의미 구성과 윤

리적 성 규범 형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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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구의 젠더 가치관과 패션 

 

    본 절에서는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과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

기에 앞서 서구의 젠더 가치관과 패션을 살펴보았다. 서구는 오래 전 이

분법적인 젠더 가치관이 형성되어 남성 및 여성의 역할과 생활방식, 태

도를 규정해왔으며, 19세기 이후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법

적 젠더 가치관은 점차 해체된다. 젠더 가치관의 변화는 서구 현대 패션

에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과 담론을 만들어낸다.  

 

 

1. 서구의 젠더 가치관 

 

    서구는 고대 플라톤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토대로 이분법적인 젠

더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며,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를 겪

으면서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과학적 담론을 구체화되었

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페미니즘 운동에 의한 여성 인권 신장, 성 혁명

과 하위문화 운동 등을 통해 공고했던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은 점차 변

화하기 시작하며, 이 같은 변화는 사람들의 성 인식 및 생활, 의복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1) 젠더 이분법의 형성 

 

    서구에서 젠더 이분법은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온 익숙한 개념이다. 

젠더 이분법이란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젠더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

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 젠더 정체성의 형성에 거

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젠더 이분법은 성 차이 및 성 규범, 성 

역할 이분화 등 남녀간에 상반성을 가정하는데, 여성학계는 젠더 이분법

의 부당성을 서양철학의 심신이원론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박호강, 

1999). 심신이원론(Dualism)이란 영혼과 육체가 각각 독립된 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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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중세와 근세에 이르러 데카르트 합리주의를 

거치면서는 이성/감성 이원론(Cartesian Dualism)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심신이원론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사상에서 연유하나 

그 기원은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있다고 본다.  

    심신이원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정신/몸(Mind/Body), 영혼/물

질(Soul/Matter), 문명/자연(Culture/Nature)로 나누고 그 가치를 위계

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성학계가 젠더 이분법으로 인한 젠

더 불평등의 근원을 심신이원론에서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관점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영혼과 육체를 분리

했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구도를 영혼과 육체에 대입하여 위계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남성은 이성과 책임감, 합리성 등의 특질을 지니

며 주체적인 인간의 표준으로 상정하는 반면, 여성은 육체와 결부되며 

수동적이고 나약하며 섬세한 존재로써, 외적인 대상물이나 객체로써 규

정한다(박호강, 1999).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간

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은 

이데아인 영혼이며 현실세계의 모방물들에 대한 지각을 전달하는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한 것으로 위계질서를 구분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계질서

를 남성과 여성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여성이 아이를 낳는

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열등한 

육(肉)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이현재, 2010).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 대신 현상세계에 주목하여 철학의 현실화에 기여하나, 

플라톤보다 더욱 위계적인 이분법적 질서를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은 생식을 위한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생식을 위한 

수동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며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정당화한다(이현재, 2010).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생물학적으로 여성

이 가지는 생산적 기능, 즉 출산을 여성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질로 

보고 여성을 자연에 근접한 것으로, 남성은 자연에 대치되는 문명이나 

문화로 상징화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대립적이고 상반적인 존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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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도록 기여한 것에 있다. 심신이원론적 관점은 여성을 이성과 정신, 

문화에 대립되는 감성, 육체 및 자연과 결부시키면서 여성의 육체적 섹

슈얼리티와 정숙성, 성적 도덕성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된다.  

    여성의 육체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적 인식과 정숙성을 요구하는 

도덕적 태도는 특히 중세시대 기독교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다. 테이론

(Efrat Tseëlon)은 저서『The Masque of Femininity(1995)』에서 여

성을 향한 서양 도덕관념의 유래를 이브, 판도라, 릴리스, 버진 메리아와 

같은 고대 신화의 원형들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에서 이브의 

후손인 여성은 남성을 현혹시키는 존재이며 따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되어야 하며, 여성의 복식에서 자연스럽게 정숙성과 순결에 관한 담

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Tseëlon, 1995). 심신이원론에 근간한 여성에 

대한 규제는 여성의 노출과 복식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여성의 

복식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신체를 노출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 복식에서 

과도한 장식과 정숙한 태도 등 도덕적 코드까지 확장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위계 구조와 성 인식은 18세기 계몽주

의 철학을 만나면서 사회적 성 역할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대립

되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된다(박호강, 1999). 18세기 근대적 

시민 성 담론의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표적 지식인은 루소(Jean-

Jacques Rousseau)로, 그는 이상적인 시민사회에서의 성 역할은 남성

은 밖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내, 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세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직업적 활동과 정치적 역할이 중심이 되는 공적 영역은 남성의 공간으로, 

친밀하고 사적이며 안정적인 안식처가 되는 사적 영역은 여성의 공간으

로써 자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남녀 간 대립적 

성 특징들은 19세기부터 실증주의 해부학적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객관

적 사실로 더욱 돈독하게 뿌리 내리게 된다(장순란, 201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에서 근간한 서구의 젠더 이분법적 젠더 가치

관은 고대 형이상학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적 사상을 토대로 중세 기독

교를 거쳐 근대의 해부학, 자연과학, 의학에 이르는 분야에서 학문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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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토대로 공고하게 뿌리내리게 된다. 철학적 사상과 종료, 실증적 학

문 분야를 아울러 형성된 위계적 구분은 합리적 인간을 근대의 보편적 

인간상으로 규정하는 시민사회에서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며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2) 젠더 이분법의 해체 

 

    서구에서 오랫동안 자리 해온 젠더 이분법이 처음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의 참정권 운

동을 시작으로 18세기 말, 19세기 초 시작되는데, 페미니즘 운동의 시기 

구분은 미국의 경우 제 1기(18세기 말~19세기 초)와 제 2기(1960년대

~현재)로 구분된다(금기숙 & 강정화, 1996). 페미니즘 운동은 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실천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

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사회주

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에 이른다(Jaggar & Rothenberg, 

1984). 페미니즘 운동은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 남성 및 여성 간에 상

반성을 가정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여, 본질주의에서 출발해 해체주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초창기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점이 된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Subjection of Women, 1869』에서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나 단지 양육과 교육의 차이로 여성들

의 표면적인 능력이 달라졌다고 저술하여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창하면서부터이다(Watkins, 1995).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철폐와 여성의 참정권, 교육과 고용 기회의 확대 등을 주창하며 많은 개

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남성적인 가치를 인간적 덕목과 동일시하여 

여성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김은실, 1999). 제 2

기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된 이후 1970년대 등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적 가치의 회복을 주창하는데,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을 여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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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 현실, 즉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에 둔다. 급

진주의 페미니스트인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의 자연

적, 생리적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출산 수단의 지배

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피임, 인공수정, 낙태, 불임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가부장적 가족제의 철폐를 위해 계약모, 대리모 제도 등을 주장한다

(Tong, 2013). 또한 여성이 가정과 사회적 역할을 병행하고 사회의 여

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

성의 생리적 특질에 집중하면서 여성의 출산을 약점으로 보고 여성문제

를 인간 해방의 문제로 보기보다 남성과의 투쟁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김은실, 1999). 198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성 및 여성의 성 구분 자체를 불평등으로 보면서 종래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초월할 것을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이성의 요소

를 공유하는 양성적 가치를 지닌 이상적 인간상을 주장하여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한다(김은실, 1999). 포스트모던 페미

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본질주의에 갇혀 남

성 및 여성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

복하고자 했으며,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의 틀을 깨고자 했다.  

    19세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어 20세기 후반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을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오래된 철학적 담론을 해체하고자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시도를 이어간 

사회운동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과 여성을 문명/자연, 정신/몸으로 

상징화시키는 대립적 구도와 상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해체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은 물론 의복개혁운동을 통해 생활 측면에서의 개선적인 시

도를 이어갔으며 예술과 문학에서 하나의 문화적 사조로 자리잡는다.  

    페미니즘 운동과 더불어 서구에서 젠더 이분법적 가치관의 해체가 

더욱 힘을 얻게 된 데에는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 성 혁명과 같은 일

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1960년대는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 저격 사건, 베트

남 전쟁에 대한 항의 등 대형사건이 빈번하였던 때로, 시민 운동과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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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및 젊은이들의 반문화 운동 등이 발발하여 기존의 이념과 문화

적 신화에 반발하기 시작한다(금기숙 & 강정화, 1996). 하위문화 및 반

문화 운동과 인권운동이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저항으로 그 의미가 확장

되면서 페미니즘 운동 또한 더욱 가속화된다.  

    유사한 시기 성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몇몇 역사적 계기들 또한 서구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이 해체되는데 일조한다. 1950년대, 동물학자였던 

킨제이(Alfred Charles Kinsey)는 남녀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

인의 성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동성애와 여성의 혼외정사에 대한 

충격적 실태를 발표한다(정태섭, 2002). 킨제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기

존에 올바르다고 여겼던 성 인식과 실제적인 성 생활 간 차이를 밝힘으

로써 동성애나 혼외정사 등 금기라고 여겨지는 성 욕망에 대한 개방적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된다. 같은 시기 프랑스 제약회사 루셀 위클라프

(Roussel-Uclaf)에 의해 개발된 경구 피임약은 여성을 출산의 제약에

서 해방시킴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설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태섭, 2002). 피임약의 개발로 여성은 자유로운 성 생활이 가능해졌

으며 일상 생활에서 성 및 젠더 인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지속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더불어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 성 혁

명에 의해 서구의 이분법적인 젠더 가치관은 점차 해체된다. 또한 가부

장제 및 남성중심적 제도의 타파, 여성 및 동성애에 대한 현실적인 성 

인식으로의 전환 등으로 젠더 가치관 역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다원

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해 나간다.   

 

 

2. 젠더와 패션에 대한 담론 

 

    이분법적인 젠더 가치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서구 현대패션은 젠더 

가치관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장이었다. 젠더와 관련한 패션 이

론에서부터 양성적 가치를 주창하기 위해 전개된 일련의 의복개혁운동들

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젠더와 패션에 대한 

무수한 담론들은 젠더가 서구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력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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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 관련 패션 이론 

 

    젠더와 관련해서 패션에 대해 연구한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복식이 젠더 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다. 로치와 에셔(Roach & Eicher)는 복식 요

소의 구분 및 명확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의하면서 복식이 사실은 성 역

할 즉, 연령과 민족, 직업 및 기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적절한 규범을 

표현하는 강력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매개임을 밝히고 있다(Eicher & 

Roach, 1992). 유사한 관점에서 카이저(Susan Kaiser)는 청소년기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과 관련한 성 고정관념적 의미들이 학

습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전통적인 젠더 이미지가 세대를 통해 반

복적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Kaiser, 1989). 사회심리학적 관점

에서 젠더와 복식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 대개 복식을 성 역할 

습득의 도구이자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관

점의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함의한 젠더 가치관과 복식 간의 상호

적인 인과관계에 주목하며 복식을 개인 정체성이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로써 바라본다. 또한 개인의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회문화적 요인과 특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복식 문화 연구

에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한편, 플루겔(John Carl Flügel)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복식의 

유행에 대해 고찰하며 복식을 착용하는 목적으로 장식과 정숙성, 보호를 

꼽으며, 출산이나 생리와 같은 생물학적 경험을 하는 여성이 정숙성과 

관련된 사회적 금기에 남성보다 자주 노출되어 이것이 남성 및 여성 복

식 간 차이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숙성은 복식을 착용하는 

원론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보호의 목적 또한 사회의 발전과 함께 쇠퇴

할 것이고 미적 취향의 변화에 따라 장식하는 풍습은 종래에는 인간 본

연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어 나체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Flügel, 1930). 유사한 관점에서 레이버(James Laver)는 복식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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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대적 취향에 따라 변화한다는 법칙을 제안하면서, 18세기 이후 여

성은 복식에 있어서 실용적 경향을 추구하기 보다 취향의 표현을 추구하

는 것이 더 적절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레이

버는 ‘성감대의 이동(The theory of the shifting erogenous zone)’설을 

제안하며 여성복은 남성을 유혹하려는 원리에 따라 에로티시즘을 표현하

는 신체적 표현이 달라져 패션의 유행과 연결된다고 보았다(Laver, 

1937; Carter, 2003에서 재인용). 정신분석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젠더

와 복식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 노출이나 에로티시즘 등과 같은 

성적 욕망의 기저가 복식을 통해 발현 및 패션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주

목한다. 복식을 착용하는 목적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 한 연구들은 성

적 욕망과 사회적 젠더 규범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복식 문화 연구에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안한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이나 정신분석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젠더와 복식

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 젠더 정체성과 복식 혹은 성과 패션의 

유행간에 인과관계를 도출하는데 주목한다. 또한 각 문화권마다 상이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젠더의 구조 및 의미를 파악하고 의복을 착용하는 데 

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복식의 외적 조형성뿐 아니

라 내적 의미의 해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젠더 불평등과 의복개혁운동 

 

(1) 페미니즘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19세기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참정권 등 여성의 권리를 둘러 싼 제

도적 개혁뿐 아니라 여성의 복식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페미니즘 운

동으로 인한 의복개혁운동이 20세기 서구 복식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나,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에서 출발한 복식 형태와 시도들

은 이후 남성 및 여성 복식 형태와 패션의 유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구 복식사에서 남성 및 여성 복식이 외형적으로 이분화된 것은 

14, 15세기로 추정되나 본격적으로 복식을 통해 남성 및 여성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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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및 역할과 위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19세

기 이후이다. 18세기 이전까지 복식은 귀족 및 상류층 등 계급적 신분의 

상징적 위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더욱 컸으며,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실크나 벨벳과 같은 값비싼 직물, 금속 단추, 프릴 및 러플 등의 디테일

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

난 신고전주의는 남성복의 단순화에 기여하게 되는데(최경희, 2009), 프

루겔은 이렇게 축소된 남성복의 양상을 ‘남성의 대포기(The great male 

renunciation)’라고 언급한다(Flügel, 1930). 남성들은 계몽주의 젠더 

이분법에 근거해 성실성과 유능함, 단정함, 실용성, 자제력, 극기 등을 

근대 시민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으로 규정하였고 코트와 바지로 

구성된 근대적 수트를 이에 적합한 형태로 받아들인다(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 고현진, 2010). 반면 상류 계급 여성들은 여

전히 화려한 장식과 디테일, 값비싼 소재, 코르셋 등 여성의 신체 일부

를 억압하고 통제 하에 왜곡하는 복식이 유지된다. 근대 시기를 기점으

로 남성은 근대적 시민의 표상으로써, 여성은 남성에 부속되어 사회적 

계급을 위시하는 장식적 부속물로 취급된 것이다(Craik, 1993).  

    그러나 185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의복개혁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 복식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은 그라

함(Sylvester Graham)을 필두로 한 건강개선운동(Health Reform 

Movement)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 교육, 시민의 

권리 등을 주창했던 건강개선운동의 정신은 많은 부분 의복 개혁가들의 

동기와 실천적 목표가 된다(Leach, 1989). 이후 의복 개혁가들은 국내

의복개혁협회(National Dress Reform Association)를 결성해 공식 매

체인『시빌레(The Sibyl, 1856~1864)』를 통해 각종 활동을 후원한다

(Torrens, 1999). 시빌레는 본래 세이어(Lydia Syer)가 취향과 패션에 

대한 리뷰를 목적으로 창간된 저널이었으나, 단정하고 감각적인 스타일

들의 복식을 소개하면서 복식 개혁을 통한 여성의 건강 개선뿐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 금연, 절제와 같은 운동에도 힘쓴다(Mott,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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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페미니스트 밀러(Elizabeth Miller) 또한 여성 대안복식을 

제안하여 여성복식의 개선을 주창한다. 밀러는 대안복식으로서 당시 낭

만주의 시인과 화가들이 입던 중동풍의 복식에서 착안하여 발목에 주름 

잡힌 헐렁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나 스커트와 조끼를 입도록 권장한다. 

이는 여성의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복식뿐 아니라 자전거 타기와 

같은 스포츠 활동 또한 장려하였다(Gray & Peteu, 2005). 페미니스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블루머(Amelia Bloomer) 또한 밀러의 대안복식을 

직접 입고 자신의 잡지를 통해 널리 알리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여성 

대안복식은 ‘여성의 남성용 바지 속옷(female pantaloonery)’를 연상시

키고 여성의 다리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거부된

다(Torrens, 1999). 블루머에 대해 당대 다른 저널『인터내셔널 먼슬리

(International Monthly)』의 한 에디터는 ‘하층민이나 천박한 여성이 

권위적 사회에 그들의 소외감을 주입시키고자 입는, 우스꽝스럽고 외설

스러운 복식’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Mott, 19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 개혁가들은 여성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잠재적 활동의 기회를 높이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짧은 치

마와 바지를 장려하였고, 바지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징적 의

복이 되었다. 또한 복식을 변형하는 의복개혁운동과 같은 움직임은 여성

들의 권리를 가시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Crane, 2000). 19

세기 이후 복식의 근대화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수트 형태의 남

성 복식을 통해 표현되었기에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여성 복식의 근대

화 및 양성평등적 가치의 표현은 근대화된 남성복 형태를 모방하는 방식

으로 전개된다.  

 

 

(2) 하위문화 및 반문화 운동과 의복개혁운동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시작된 의복개혁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향상하

고 건강 및 인식을 개선하는 목표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복식을 통해 드러내는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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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어진다. 1920년대, 30년대 패션 디자이너 샤넬(Gabrielle 

Chanel)이 저지 소재를 이용한 복식으로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

키고 여성용 테일러드 수트를 선보이면서 여성 복식의 근대화에 기여하

였다면, 1960년대 등장한 의복개혁운동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등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과 패션의 다양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1960년대 디자이너 게른리히(Rudi Germreich)는 성적 특성을 극

도로 상실한 남녀 모델이 똑같은 토플리스 수영복을 착용한 룩을 통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유니섹스의 개념을 선보인다. 게른리히는 

근본적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옷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 있으며, 의복

이 충분히 근본적인 형태만 되면 남녀공용으로 입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현구 & 박길순, 1998). 이후 유니섹스 룩은 블루진과 티셔츠 등 실

용성을 강조한 캐주얼웨어 형태로 대중적으로 파급되며, 젊은이들 사이

에서 유행하게 된다.  

    여성 복식뿐 아니라 남성 복식에도 변화를 불러 온 것은 1964년경 

영국의 카나비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비트족(Beat generation)으

로, 여성스러운 남성 패션이 유행하게 되면서 남성 복식도 화려한 컬러

와 무늬, 부드러운 소재와 러플 장식을 사용하게 된다(김경옥 & 금기숙, 

1998). 심리학자 디히터(Ernest Dichter)는 패셔너블한 남성들을 묘사

하면서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 감정적으

로뿐 아니라 의상학적으로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자유를 

말하였다(Alison, 1986). 의복개혁운동은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까

지 이어져 남성 및 여성의 성 특질을 인정하고 상대방 성의 요소를 복식

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이현구 & 박길순, 1998). 복식을 통한 젠

더의 표현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20세기 후반 서구 현대패

션은 젠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된다.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시작된 초창기 의복개혁운동이 공식 매체와 

후원 활동, 대안복식의 전파를 목표로 여성 인권 향상의 가치를 드러내

며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면 20세기 후반 의복개혁운동은 패션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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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들의 컨셉 차용과 패션 스타일의 일시적 유행에 가까워 실천적인 성격

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유니섹스 룩을 비롯한 앤

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양성평등적 젠더 가치

관과 다원주의적 문화 가치가 복식을 통해 시도되고 드러났다는 점에서 

서구 현대패션은 젠더의 다양성을 확장시킨 주요한 장이었다.   

 

 

(3) 의복개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의복개혁운동에서 비롯된 여성 복식의 변화는 남성복 요소를 차용하

며 20세기 전반을 통해 패션의 유행에 영향을 미치며, 남성 복식 또한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남성복 요소의 차용을 통한 여성 복식의 

개선 및 젠더의 다양성을 시도한 20세기 후반 의복개혁운동의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또한 다양하다.  

    파올레티와 키드웰(Jo Paoletti & Claudia Kidwell)는 소위 양성적

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크로스젠더 스타일의 극대화일 뿐 근본적인 젠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급진적 가치

를 조건 그대로 성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Paoletti & Kidwell, 

2011). 아르바니티두와 게소우카(Zoi Arvanitidou & Gasouka) 역시 유

니섹스 룩은 양성평등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남성 복식

의 형태에 가까웠다는 점, 남성 및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까지 지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다(Arvanitidou 

& Gasouka, 2013). 홀랜더는 여성들이 남성복 요소를 차용하여 복식의 

변화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젠더의 경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불평등을 심

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Hollander, 1994). 그러나 크레인(Diana 

Crane)은 패션이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가치를 내포

한다는 점에서, 패션을 통해 사회적 위치나 젠더와 같은 상징적 경계를 

유지 및 전복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Crane, 2000).  

    젠더와 패션, 의복개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등 복식을 통해 젠더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와 다양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담론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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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끊임없는 갑론을박 속에 현대 패션의 문화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서구의 의복개혁운동이 젠더의 위계적 불평등과 성 소수자

의 인권 및 인식 향상에 미친 실질적 성과와 영향력에 대한 담론보다 중

요한 것은 서구 현대패션에서 복식은 젠더를 비롯한 개인의 정체성을 모

색하고 실현시키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이다. 인체를 보호하

고 생활에 편리를 주는 실용적 가치에서부터 계급적 위계를 드러내는 상

징적 수단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실현시키는 목적적 가치에 이

르기까지 복식은 인간 삶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의미로써 기억되어 왔으

며, 젠더와 관련한 패션 담론들 또한 그 일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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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복식 

 

    본 절에서는 한국 젠더 가치관과 남성 및 여성 복식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사회학 및 젠더학, 의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 및 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에 대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근현대 시기 젠더 가치관의 변화와 남성 및 여성 복식간 관

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1.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 

 

    한국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 외부 압력에 의한 근대화 

및 일제에 의한 수탈과 민족 해방, 한국전쟁, 군사문화 등 독특한 근현

대사를 경험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젠더 가치관 역시 서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젠더 및 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우

선적으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젠더 가치관 및 성 담론에 대한 주요 연구는 여

성 정책 및 여성해방운동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고 의류학 분야에서 젠더 

관점을 토대로 한국 복식을 연구한 선행연구 또한 특정 시대와 인물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회학 및 젠더학, 여성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관점

을 통합하여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에서는 크게 한국의 여성해방운동 관련 자료(정진성 외, 2013; 장미경, 

2006; 강숙자, 2005; 이희경, 2005), 근현대 생활 및 문화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조혜정, 1988; 전경옥, 2004), 한국 사회의 젠더에 대해 비판

적 관점에서 진단(이정옥, 2012; 배은경, 2015; 이나영, 2014; 홍찬숙, 

2013), 한국 근현대 복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고찰(유희경, 2000; 김종

법, 2014; 김수진, 2007; 공제욱, 2005; 안태윤, 2007; 김영찬, 2012; 

이지현, 2009, 2010; 김은정, 윤태영, 고수진 & 고애란, 2010; 최수아, 

2011) 등의 서적 및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1920~2000



 

 29 

년대 시기별 기사 및『여원』,『신여성』과 같은 여성지, 만평 및 시사 

만화 등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젠더 가치관이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와 복잡한 중

층적 구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젠더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구도를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의 문

화권 및 서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구도를 유지하는 것에 반하여 

한국은 노동, 직장 및 정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적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우월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주도권과 경제

권을 결정하며 남성 보다 우월한 구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한

국 젠더 가치관이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급격하게 맞이한 

근현대화 과정으로 1990년대 이후 오늘날 젠더 가치관에 대한 사회문화

적 인식이 남성중심적 사고관 및 여성상위의 관점, 젠더 자체에 대한 감

수성이 떨어지는 몰젠더적 인식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 

     

    한국 젠더의 특징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이중적인 구도를 보이는 것이다. 유교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 문화의 유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다

소 낯설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가 있다.  

    강숙자(2005)는 한국 여성의 지위는 전통의 유습 때문에 아직도 사

적 영역에서는 서양 여성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군신화의 

한 사상을 예로 든다. 강숙자는 단군신화에서 최초의 여성인 대모(大母) 

웅녀가 끈기와 인내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웅녀 개인이 아닌 한

국 여성들의 보편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서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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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신이 여성신을 공격하거나 대립적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단군신화

에서는 상생의 관계로 묘사되고, 출산은 벌의 대가가 아닌 웅녀의 자율

에 따른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강숙자, 2005).  

    조혜정(1998) 또한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왔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는 ‘한국 여성

들의 권한은 이미 너무 세어서 여권 신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 전통적으로 모권이 강했다는 점, 여성이 결혼 후에 성

을 남편 성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대에 와서 여성이 가정 

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여성들은 

극히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으

로, 전통적인 칠거지악, 재가 금지법, 정절의 규범과 유교 문화권에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호주제의 존속을 강조해 온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상 한국사회 가부장제의 모순은 여성의 권

위가 공식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조혜정, 1988).  

    단군신화나 전통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사 및 잡지, 

만평과 같은 자료에서도 가정 내 여성 상위의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1920년대,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풍기문란을 단속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의 행동을 단속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에 들어서는 미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탄도 강화된다. 이는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로 가정에서 여성이 가족의 안위와 생존을 

도맡게 되면서 한국 여성, 특히 한국 어머니는 소위 ‘기 센 여성’으로 인

식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해방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

혼 여성의 태도는 만평에서 자주 풍자의 대상이 되곤 한다.  

 

女必從夫(여필종부)는 博物館(박물관)에나 가야 있는 줄 알고 있는 夫婦(부부)

가 있다. 이쯤 되면 男女同等(남녀동등)을 지나서 覽畢從夫(남필종부)다. 

‘주객전도’,『여원』1958년 9월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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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1950년대 잡지『여원』에 실렸던 만평의 글귀다. 글귀

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존재라는 여필종부의 사상을 근거로 

남성의 권위를 위협하는 여성을 부정적 어조로 비판하며, 독자들로 하여

금 가부장적 질서에 순종하는 이미지를 여성적 가치로 인식하게 한다. 

    유사한 시기 다른 여성지나 만평에서도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향

해 보이는 우월적 태도에 대한 경계심이나 풍자뿐 아니라 소비 행태, 어

투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여성의 교양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이런 짓 좀 고만둡시다’라는 제목으로『여학생』의 표지에 그려진 그림 

[2-1]에서는 ‘流行(유행)만 찾는 행동’, ‘남의 말 함부로 하는 행동’, ‘큰 

소리로 떠들어 쌈을 하려 드는 행동’, ‘입기 자랑 하려 드는 행동’, ‘친정 

자랑하는 행동’, ‘남녀동등을 핑계로 노는 행동’등 여섯 가지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림 [2-1] 

여성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만평 



 

 32 

    만평에서 여섯 가지의 행위는 모두 여성들이 자주 하는 행동으로 묘

사되고 과장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여성을 향한 비판적 논리가 일관성 있기 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많다. 만평을 통해 여성이 하는 행

위는 규율과 통제 하에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당대의 비판적 태도

와 분열적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이는 20세기 초, 근대화의 전개와 함께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정치적 장치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지

만, 서구 페미니즘 운동과 다르게 전개된 한국 여성해방운동의 한계로 

인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여 나타나는 이

중적인 젠더 구도가 여성해방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때 가장 큰 특

징은 한국 여성해방운동이 여성들의 직업 활동 참여와 제도적 개선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 페미니즘 운동이 18세기말 참정권 획득과 같은 제도적 개선, 의복

개혁운동과 같은 생활의 개선 등으로 구체화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여성

해방운동의 시작은 민족 해방과 국가 건설의 과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출

발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20세기 초반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이념적 차원에서 시작되긴 했으

나, 곧 국가 재건의 긴박한 과제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여성

들은 서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현대적 헌법 제정으로 자동적으로 참정

권을 얻게 되어 서구 여성들이 끈질기게 벌여온 선거권을 얻기 위한 사

회 운동을 벌일 필요도 없었으며 곧바로 이어진 전란으로 여성 운동이 

일어날 여지는 더욱 사라졌다(조혜정, 1988).  

    따라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상

대적으로 여성 직업 활동이 침체되어있던 공적 영역에서의 법적 권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 성격 또한 한국 사회 특유의 국가주의적

인 특징으로, 국가재건이라는 틀 아래에서 제도화되어 합법적이고 법제

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 여성해방운동은 정책 기능을 확장하

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 여성 단체들은 사단 법인화되었으며, 여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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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 역시 여성부 관료나 공무원, 보좌관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

다(장미경, 2006).  

    서구 페미니즘 운동이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병행하며 여성을 억압

해 온 학문적 기틀과 사회적 제도는 물론 여성 생활 및 ‘여성적’이라고 

규정되는 문화적 인식의 개선을 추구해온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의 공적 지위 향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뚜렷하

다. 따라서 한국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한 성과는 여성의 직업 활동 증가

와 법 제도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복식의 변형 등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젠더 구조는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젠더 인

식,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분화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어머니’ 아니면 ‘창녀’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조선사회의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근현대 시기 국

가에서 주입한 젠더 사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크다. 근대 초기 한국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으로, 남성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산업화의 동력으로, 여성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가정 개량과 자녀 교육에 힘쓰는 현모양처의 역할을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개인적 희생을 통해 자녀 양육과 남편 내조의 가정 역할

에 충실할 때에만 여성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새로운 국가건

설의 기둥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정주부가 국가부흥을 좌우

할 국민의 일원으로 간주될 때에만 여성의 지위는 상승하였다(김은하, 

2006).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국민의 대열에 동참했던 

적도 있으나, 이 때 역시 여성의 신분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호명된 

것이기에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 예를 들어, 구국전사나 현모양처, 저임

금의 미숙련 노동력 등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전경옥, 2004).  

    반면, 국가주도 하에 강조된 남성 및 여성 역할로 인해 한국사 근대 

초기 등장한 신여성이나 모던 걸과 같은 새로운 여성상은 현모양처로 대

변되는 구여성과 대립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패션의 자유화, 자유 연애를 통한 개인성의 주창은 사치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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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으로 매도되거나 성적 문란이라는 오명을 입었다(전경옥, 2004). 또한 

전통적인 구여성에 반하여 나타나는 주체적인 여성상에 대한 비판적 프

레임은 오늘날의 ‘된장녀’나 ‘김치녀’와 같은 여성혐오의 논리에도 잔존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신여성이나 모던 걸이 한국 근대사 초기 대중문

화를 선도하고 소비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

에서 여성 소비문화 및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연

구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 김영찬, 김종희(2012)는 신여성이나 모던 걸

이 서구식 의상과 장신구, 카페와 같은 소비 공간 등의 물질적 상품 소

비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의식을 형성(김영찬, 

2012)해 나갔음을 밝히고 있다. 김은정 외(2010) 또한 1920, 1930년

대 대표 잡지『신여성』을 통해 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재 광고가 등

장하면서 여성들이 계몽적 인식뿐 아니라 근대적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

다고 분석한다. 또한 신여성과 모던 걸이 시도한 단발은 침략에 의한 식

민화의 표상이었던 남성의 단발과 달리 근대적 신체를 재발견하게 해주

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비 주체적 역할을 주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은정 외, 2010).   

    한국 사회에서 이중적인 구도의 젠더 가치관으로 인해 한국 여성해

방운동의 성과는 공적 제도와 직업 활동 등에 치우치고 여성에 대해 이

분법적인 잣대를 가지는 등 실질적 인식 개선에는 다소 미비하였다. 그

러나 근현대 여성 생활과 복식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볼 때, 현대 

여성 소비자의 전신이 되는 신여성과 모던 걸은 사회적 탄압의 시선 속

에서도 한국 근대 초기 소비 문화와 복식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

로운 근대적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는 주체적 시도였다. 또한 남성에 대

립하여 여성적 정체성을 모색하거나 해체하고자 시도했던 서구와 달리 

신여성과 모던 걸을 전신으로 구축되어온 한국 여성의 근대적 정체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 그 자체로서 독자적 문화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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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잡한 중층적 구조 

 

     한국 젠더의 특징 두 번째는 중층적인 구조로 유교 가부장제, 일제 

강점기 및 군사문화,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남성중심적 사고관 및 여성

상위의 관점, 젠더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몰젠더적 인식 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서구 사회가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 구체제의 극복, 그리고 산업화, 세속화,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근대화 과정을 비교적 장기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 맞이하게 되

는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였다(전병재, 1998).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한 사적 가부장제가 공

적 가부장제로 이행되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성차별적 사회

화의 관행, 성별 분업 체계 등의 다양한 하위 층위로 재편되어 작동하게 

되는 것에 반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로 인한 젠더 구조는 훨씬 복잡한 양

상을 보인다(이정옥, 2012).  

    식민지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근대화는 사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

지된 채 근대적인 공적 영역에 도입되었다(이정옥, 2012). 일본 식민지 

당국은 사적 가부장제가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 사회의 젠더 구조와 근대

화 과정을 접목시켰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사적 가부장제가 온존된 상태

에서 식민지 공업화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분업의 틀이 더 견고하

게 되었다(이정옥, 1990). 해방 후 한국 전쟁과 1960년대 이후 군사문

화를 거치면서 남성우월적 젠더 구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1950년대 가족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되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업 활동과 소비 시장 및 고학력 여성의 

증가로 여권은 급격하게 신장된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및 노동자 대

투쟁과 때마침 뒤이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삼저 호황(三低好況)

으로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소비와 문화적 향유를 통해 개인

의 권리와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

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 받게 된다. 

1990년대의 광고들은 당시 신세대 여성들이 가졌던 주체적 삶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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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과 자기표현의 욕구를 상품 소비와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을 취

했고, 여성의 소비는 개성의 표출, 당당한 자기주장과 연결되기 시작한

다(배은경, 2015). 이로써 남성 우월적인 사회 구조가 잔존하는 가운데 

일찍이 근대적 소비 경험에 앞섰던 여성들이 직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의 주체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여권신장이 이루어진다.   

    한편, 남성 우월적 구조와 급격히 성장한 여성 상위의 경향 속에 신

자유주의 이후 서구식 개인주의가 여권신장과 결합되어 급격하게 확산되

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젠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배은경

(2015)은 정보사회이자 소비사회 이후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사회에서 

청년들은 근대적 젠더 관계가 규정하는 젠더 역할을 학습하고 수행함으

로써 안정되게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기

존의 척도로 측정되는 성별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배은경, 2015). 또한 홍찬숙(2013)은 현대사회에서 노동 

세계가 더 이상 젠더 이분법의 논리에 종속하지 않고 간성화됨에 따라 

즉,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수요의 유연화와 고용구조의 비정규직화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이 젠더나 계급 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다(홍찬숙, 

2013).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어온 한국사회

의 복잡성은 '비 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으로 함축된다. …이는 주로 '세대 

간'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지만, '세대 내'에서도 존재한다. 세대 내의 비동시성은 

계급·계층 간 격차의 모습을 띤다. …즉, "청년세대는 균질하지 않다." … 청년

의 삶이 절벽 앞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의 결과에 대해 첫째, 그 원인과 과정

을 밝히는 작업은 사회 구조적 접근을 통해 초점을 선명히 하되, 둘째,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은 청년세대가 오늘 만들어 가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  

‘달관세대라고요?’2015년 10월 7일 오마이뉴스 기사 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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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가 겪어온 압축적인 경험으로 특

히 청년 세대 집단은 계급, 계층, 젠더 등 모든 범주에서 다층적이고 중

첩적인 구조를 보이며 과거와 달리 균질한 공통분모로 엮이지 않는다. 

젠더 불평등은 더욱이 부의 추구와 같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해소되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젠더 담론 자체가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주의의 도래 및 정보기술의 발전과 같은 21세기

적 사회 변화로 인해 성 역할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현대 한국 사회 

내 젠더 가치관은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상위적 관점이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되기 보다 남녀간 추상적 대립만이 난무하는 몰젠더적 상태로 전환

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중층적인 젠더 구조로 인한 젠더 불평

등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이 시도되기 보다 개인의 가

치관 차이로 이해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대 간 

젠더 가치관 차이뿐 아니라 같은 젊은 세대 층 안에서도 젠더 인식이 복

잡하게 공존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건설적이고 구체화된 담론

은 부재하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젠더 담론은 남성혐오 혹은 여성혐오

와 같이 남여간 대립 문제로 치환되어 공격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논리를 

펼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담론 아닌 담론만이 허공에 떠돌고 있다. 개인

주의적 가치, 성 정체성 다양화와 같은 글로벌 추세 속에서 오히려 남성

과 여성 모두 틀 안에 가두지도 해방시키지도 못하는 시대역행적인 병리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의 젠더 가치관과 복식 

 

    한국의 근현대 시기 패션 유행은 스타일 측면에서 서구 사회와 외형

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이기는 하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 의미는 다르

게 해석된다. 서구는 산업혁명을 통해 상품의 대량생산이 시작되고 의복

에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패션의 민주화라고 설명될 수 있는 현

상이 나타난다. 크레인은 19세기 모든 사회계급이 비슷한 종류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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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의상이 민주화되었다고 말한다(Crane, 2000). 

반면, 한국은 1970년대 군사정권 시기까지 복식이 국가의 통제와 간섭

을 받아 자생적으로 패션이 성숙한 것은 1980년대 말에 와서야 가능해

졌다. 따라서 서구가 일찍이 근대화의 일환으로 남성 복식을 정립하고 

페미니즘 운동으로 여성 또한 복식의 개선을 추구해나가며 젠더 가치관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보여온 것과 달리 한국 사회는 뚜렷한 젠더 

인식도 부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복식의 변화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젠더 가치관이 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국내 복식 문화 및 패션 유행이 한국의 젠더 가치

관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 단원에서는 근현대 시기 젠더 가치관이 변화한 시기를 개화기 이

후와 한국전쟁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따른 남성 및 여성 복식의 변

화를 조형적 측면보다 문화적 경험에 있어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및 해방에 이르는 한국 근대 시기는 국

가주의적 사고관과 정책이 중심이 되었던 때로, 남성 및 여성의 복식 역

시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 남성 및 여성을 구분하는 규범적인 젠더 가치

관으로 남성 및 여성 복식은 차별적으로 의제 개혁이 시행되며 이분법적 

젠더 구분은 복식에 대한 규제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한국 현대 시기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해외 문호 개방이 진행되어 젠더 

가치관이 갖는 중요성이 약화되었으며, 비교적 단 시간 내에 해외 패션 

문물을 접하게 된 한국 여성 및 남성들은 패션에 있어 개방적 태로 다양

한 스타일을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남성 및 여성들은 젠더 가치관

이 변화함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 경험을 겪는데, 구여성과 신여성을 대

립시키는 프레임 속에서 여성들은 서구 패션의 적절한 변용과 더불어 독

자적인 복식 스타일 및 소비 문화를 모색해나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한

편 서구와 달리 근대적 남성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고민할 특

정한 사건 및 역사적 계기가 부재한 채로 전통적 가치를 답습해왔던 한

국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젠더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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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와 복식 규제 

 

    개화기 이후 한국 복식의 양상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변화를 보이는데, 대부분 국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이루어진다. 먼

저, 개화기 시기는 의제 개혁을 통해 남성의 양장을 우선적으로 도입하

여 남성들 사이에서 양장과 한복이 공존하던 때이며, 일제강점기 시기의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여성들 사이에서 서구 양장과 개량 한복이 공

존하며 근대 소비 문화의 태동이 되었던 때이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전시체제에 맞추어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간소화된 때가 있으나, 전쟁

으로 물자가 부족하여 실용성이 강조되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 근대 초기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도 하에 근대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란 봉건 가치와 권력 관계가 근대 의식과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16세기부터 절대 군주권이 약화되고 입헌군주제가 등장, 확대되는 19세

기에 이르기 까지를 말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과 합리성을 지

향하며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권위에 복종하며, 정치사회적으로는 

봉건 사회의 약화, 계급 붕괴, 상업 및 자유무역 확산, 노동자 계급 출현, 

상인 계급의 정치적 발언권 강화, 교육 확산, 군중의 힘의 표출 등의 변

화를 근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으

로 인해 생활 양식이 모든 영역을 과거와 단절시킨 시점을 말한다(전경

옥, 2004). 그러나 서구와 달리 한국 근대사 초기는 신분제 문란, 민중

의 봉기, 외세의 압력 속에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이 개개인 삶의 목표가 되었다(조혜정, 1988). 이

러한 과정에서 개화사상, 정부의 제도적 개혁, 외교 사절단과 선교사의 

교육, 대중 매체의 도입은 일부 개화파 세력과 국가에 의해 주도된다(금

기숙 외, 2002).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근대화의 근간은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

에 있다. 국가의 효율적 재건을 위해 남성 및 여성 역할은 철저히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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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으며, 따라서 근대 초기 젠더 가치관은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유

교 인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일제 및 서구 사상이 유입되는 방식을 통

해 구축된다.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적 영역에서 가부장제와 결부

되어 정절, 모성, 효 등의 이데올로기로 구체화되며 일제 강점기에 이르

기까지 더욱 공고화되는데, 일제에 의해 감행된 식민권력은 식민사회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기존의 젠더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유교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성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를 강조하여 종국적으

로는 여성의 역할을 가족과 연관하여 단순화시키고, 탈주체화시키고, 탈

성화시킨다(전경옥, 2004)는 점에서 젠더 차별적이다. 여성은 아들을 중

심으로 하는 친족중심주의의 가부장제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여성 혹은 인간으로서 섹슈얼리

티의 표현이나 개성,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개화

파 세력에 의해 여성도 교육을 통해 계몽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지만 이 역시 국가 재건 시기 가정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어머니의 덕목으로 강조되었을 뿐 실제 여성은 근대화의 대상에서 배제

되어 있었다.  

    여성이 근대화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복식은 남성 복식을 중심으로 

서구 양장이 도입된다. 의제 개혁은 크게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1884년 

갑신의제개혁, 1894년 갑오의제개혁, 1895년 을미의제개혁을 통해서였

다. 계속되는 의제개혁은 매우 강력하고 획기적인 조치로,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간편한 옷으로 간소화시킨 목적이 컸다(고부자, 2001). 남성복을 중

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의제개혁들은 근대 교육과 지식을 가진 문명화 및 

사회적 지배층의 지표였다(김수진, 2007). 그러나 여성 복식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여성 역할 즉, ‘어머니’와 ‘아내’로서 전통적인 가치를 이어가

는 한복차림이 고수된다. 한편, 1895년 남성들의 양복 착용이 공인되면

서 전국적으로 양복점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친일파나 그 반대의 위치

에 서 있던 유학생 및 선교사 구분할 것 없이 남성들은 모두 양복을 착

용하게 된다(고부자, 2001). 그림[2-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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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코트에 베스트와 팬츠 등 서구식 양장을 착용하였으나 일반 여성들은 

서구식 결혼 풍습이 유입될 동안에도 한복 차림을 기본으로 쉬폰 소재 

등 일부만이 변형된 예복을 착용하였다. 남성에게는 서구의 양장을 공식

적으로 도입하여 문명화를 공인하면서도 여성은 전통 한복을 고수하게 

하는 정책은 새로운 산업시대로의 변화와 근대화의 정당성을 남성에게만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복식을 통해 가시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림 [2-2] 

개화기 시기 남성 및 여성 복식 

 

    개화기 시기 남성의 양장 착용을 시작으로 복식은 자연스럽게 변화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된 복식이란 간소화와 

실용화를 통해 실생활에 개선을 주는 이점이 강조되기 보다 서구식의 양

장 형태가 세련되고 우수한 미적 취향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

조되었다. 특히 이는 정치적 목적과 타의에 의해 서구 복식 문화를 받아

들였던 남성들 보다 자발적으로 서구 문물을 수용했던 상류층의 일부 여

성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일부 극소수의 상류층 여성들에 의

한 서양 복식 착용은 전통적 여성 성 역할에 대한 근원적, 관념적 변화

가 아닌 서구 문물의 수용을 통한 과시적, 상징적 의미의 변화가 강조되

었다(이지현, 2009). 따라서 여성의 복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1920년대

에만 해도 여성 복식의 개량은 근대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저항적 움직임

이라기보다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춘 전통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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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복식 개량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86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이화학당을 필두로 근대식 여학교가 세워진 이후였는데,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착용하게 

하였다(고부자, 2001). 19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개선책의 일환

으로 장옷 폐지가 거론되었으며 개량 한복이 제안되었는데, 여학생들 사

이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가 유행하면서 신여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자리잡게 된다(이희경, 2005). 그러나 여성의 개량 복식은 식민

지 시대 내내 찬반양론의 대상으로 사치와 퇴폐,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남성 지식인층이 수용한 양복과 유행은 

‘문명화의 동참’이었으나, 여성들이 조선옷에 변화를 주고 양장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서구적인 것을 외적으로만 모방하는 ‘여성 특유’의 사치

와 허영이 되었다(김수진, 2007).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성이란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며, 국가와 전체사회를 위하여 자

기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자질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성의 화려한 복

장과 외모는 반사회적인 행위였다(안태윤, 2007). 그러나 1920, 30년대 

신여성과 모던 걸이 보였던 여성복 개량 움직임과 백화점과 극장, 카페

를 중심으로 한 소비, 아스팔트 거리를 산책하는 신문화는 근대적 삶을 

주체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재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의약품

과 화장품 광고를 통한 단발 헤어 스타일 및 각종 장신구, 화장 등에서

의 차별화는 모방과 유행 그리고 또 다른 패션으로의 구별 짓기를 추구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에 패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0).  

    1920년대와 1930년대 남성 복식이 양장으로 고착화된 데에 반해 

여성 복식은 1960년대 이전까지 개량 한복과 양장, 전통 한복 등으로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을 향한 분열적 시선 속에 개량 복식뿐 

아니라 전통 한복 및 양장 차림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당시 기득

권층 및 지식인 남성들은 구여성의 전통적인 한복 차림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신식 단발 헤어 스타일과 다리 등 일부 신체를 노

출하는 신여성의 옷 차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선을 보이며, 모던 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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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 차림에 대해선 서구 문물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그림 [2-3]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옷 쓴 여인

과 안경 쓴 여인이 비교된 만평에는 구여성의 행색을 폐쇄적으로 묘사하

는 한편 신여성의 행색에 대해서는 천박하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림 

[2-4] 에서는 분수에 맞지 않게 서구 문물을 뒤쫓으며 사치의 풍조를 

보이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3] 

신여성과 구여성의 대조 

그림 [2-4] 

모던 보이와 모던 걸 풍자화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여성과 모던 걸에 가해지는 비판적이고 일관되

지 못한 분열적 시선과 비판은 오히려 한국의 근대 여성이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전통성의 회복이라는 시류 속에서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동

양적이고 한국적인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게 해주는 계기로써 작용한다. 

근대 여성의 진취적 시도와 가치는 1940년대 들어 전시 체제의 총력전

에 대비하여 남성 및 여성 복식 모두 대폭 간소화되고 해방 이후 곧바로 

이어진 6.25 한국 전쟁으로 극심한 물자부족 시대를 겪어 패션의 암흑

기를 가지게 되면서 곧 잊혀지게 되나 1920년대와 1930년대 여성들이 

주체적인 복식 개량 움직임과 신문화에 대한 열망은 1970년대 이후 여

권의 본격적인 신장에 힘입어 더욱 주체적인 여성성을 모색하게 되는 계

기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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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전쟁 이후: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 및 패션의 다양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격동과 문화적 변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여권 신장 및 민주화와 더불어 젠더 가치관이 점

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전쟁 직후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에 의한 군사정권이 수립되어 장기화되고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경제 성장과 국가 재건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생계부양자와 생산자로써 

강한 남성과 가정의 기틀을 잡는 현모양처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가

치관이 드라마와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그러나 가족

법 개정을 필두로 197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어 여성의 사

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88 서울올림픽 및 한국 야구 개장으로 스포츠와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격한 젠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젠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패션은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 

패션 산업의 성장과 해외 수입품이 개방되면서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활

동뿐 아니라 패션과 소비 등에서 유행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 19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청년 문화의 성장 및 개인주의 인식

의 확산과 함께 패션산업의 성장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패션 브랜드가 등

장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UN 과 미군에게서 받은 구호물

자를 중심으로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생활 관련 제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양장점, 옷 수선 가게 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최경자를 필두로 설립된 국제 양장사는 노경희, 최

은희, 김지미 등의 유명 여배우 및 가수를 모델로 하여 맞춤 의상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또한 1955년 여성월간지『여원』에 처음으로 패션화

보가 들어가면서 패션에 대한 대중적 욕구를 전문적이고 특정화된 주제

로 취급하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1956년에는 한국 최초의 패션쇼라 할 

수 있는 노라노 패션쇼가 열리고 이로써 1940년대 이전까지 남성복 중

심이었던 패션 산업은 여성 관련 의상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김종

법, 2014). 최경자와 노라 노는 청자 드레스와 아리랑 드레스 등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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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한복을 선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 미를 재해석하여 제안되었지

만 패션쇼나 파티복으로 이용되는데 그치고 실제 일반인들의 일상복으로

는 환영 받지 못했다(김수진, 2007). 당시 여성들은 비록 전쟁으로 인한 

복식 문화의 단절을 경험하였음에도 한국의 전통 복식, 특히 여성의 한

복이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내포

하는 것이자 생활적 측면에서도 한복은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이다. 이미 1920, 30년대 근대 시기 서구 양장을 세련된 미적 취향과 

모던으로 인지한 여성들은 오히려 서구 패션과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드러냈다. 단발 헤어 스타일과 파마, 다양한 화장법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정절을 요구하던 전통적 젠더 가치관에 반하여 여

성적 섹슈얼리티와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추구가 근대적 여성성

으로써 인식되기 시작한다.  

    여성들에게 본격적으로 패션이 근대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도구이자 

계기로써 실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한 가수 윤복희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

타나면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진숙, 

2011). 미니스커트는 한복과 달리 신체를 구속하기보다 오히려 신체를 

노출시키고 편안함 내지 자유로움을 제공하여 자유 또는 해방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 자녀

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던 대다수 어머니 세대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저

항의 의미이자, 사회변화 및 근대성을 수용해 자신의 경제적 조건 및 상

황에 맞춘 여성들의 고민을 담은 것이었다(김영찬 & 김종희, 2012). 드

라마나 각종 기사 등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의 미니스커트와 변화하는 움

직임에 대한 사회적 규제 또한 강화되지만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저항적 정신과 주체성에 대한 열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본격적인 

여성 패션의 유행과 함께『여원』,『멋』,『의상』과 같은 여성지 또한 

활발하게 발간되었으며, 투피스나 색 드레스, 미니스커트 등 스커트를 

중심으로 한 착장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화보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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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警(시경)은 지난 二十八日(이십팔일) 서울시내 일원에서 머리를 길게 기

른 장발청년 四百(사백)여명을 검거, 경범죄一(일)조十二(십이)호二十七(이십칠

)항을 적용, 경찰 감시하에 강제로 머리를 깍았다 한다. … 그것은 차라리 倫理

道德(윤리도덕)면에서는 장발 청년들의 꼴불견보다 여인들의 아슬아슬한 미니스

커트가 더욱 위태롭다. 사실 장발족들은 일반 시민에게 단순한 불쾌감만 안겨줄

 정도지만 미니 스커트는 불쾌감을 지나 불안감과 놀라움과 어떤 위험스런 자

극까지도 안겨주기 때문이다. 

‘장발족은 부형에 맡겨라’ 1970년 9월 1일 동아일보 中 일부 

 

    서구와 달리 일찍이 몸뻬를 통해 여성이 바지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

러웠고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여성에게 금기 시 되는 복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구와 달리 오히려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남성들의 장발과 함께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당시의 1970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

의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저

항적인 시도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정부의 

규제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급

격한 여권 신장과 환경의 변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저항적이고 주체적으

로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게 한다. 서구에서 19세기 말 활동성과 실용성

을 강조한 바지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권에 대한 주창이자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상징적 복식이었다면 한국 여성에게 있어서 미니

스커트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발현은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적 참여에 대

한 의지를 드러내는 문화적 코드였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삼저

호황이 끝나가면서 정부는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편다. 정부는 1883년부터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100% 전면 허용하고, 

대외송금 규제를 없애는 등 외자관련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본격적인 

자본 자유화의 길을 열었다(역사학연구소, 1995).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

전되고, 패션 역시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랜드를 지향하는 소비 패턴

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문화환경과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대표적 공간은 압구정이 되었다(김종법, 2014). 또한 기존의 성 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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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윤리 등의 규범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며, 개인주의적인 집단인 오렌

지족을 필두로 신세대, X 세대 등이 주목을 받게 된다(안선경 & 양숙희, 

2001). 군부정권의 종말과 해외 문호개방, 88올림픽으로 사회 전반이 

급격한 경제적 호황과 문화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하게 세대간 분절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패션, 소비를 향유하

는 풍조가 확산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에 반

발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히 생

계부양자로서 강하고 독립적이며 올곧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성성이 약

화된다. 여권신장과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자상한 남성, 섹시한 성적 매

력의 남성, 유머러스한 남성, 미소년 이미지의 남성 등 대안적인 남성상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지현, 2010).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인내와 헌신을 강조하는 현모양처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상 외에 활달하고 씩씩한 여성상이 선호된다.  

 

신세대 미혼 여성은 기성세대와 달리 '호걸풍'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 남성은 순종적인 여성 못지 않게 활달한 성격의 '친구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들은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로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55.9%)와 똑똑하고 지적인 남자(23.5%)를 주로 꼽았

다. 반면 호탕하고 터프한 남자는 2.9%에 불과해 기성세대 여성들의 배우자관

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뽑은 이상적인 배우자도 활달한 성격의 친구 같

은 여자(37.3%)가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36.3%)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을 보였

고 섹시한 여자는 13.7%였다. 

'신세대 배우자상' 1999년 1월 22일 경향신문 中 일부 

 

    젠더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 패션뿐 아니라 오랜 기간 양복 착장이 

기본으로 유지되던 남성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1980년대 교

복 자율화로 영 패션이 등장하고 88년 올림픽으로 스포츠웨어가 각광받

기 시작하면서 캐주얼 웨어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아래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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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복식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자유롭지 못하던 직

장인 남성들의 패션은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캐주얼의 판매 증가율은 30~100%정도로 여성 캐주얼

의 경우보다 급속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소의 목적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기능적인 옷을 골라입는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는 도신우(한국모델협

회 회장)씨의 말이다. … 컬러 TV 세대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패션 감각은 매

우 세련된데 비해 6.15 이전 세대들은 회색, 감색, 검정 등 마치 우리나라의 자

가용 승용차처럼 색깔이 다양하지도 않고 디자인도 그저 무난한 것을 찾았으며 

정장에다 넥타이 정도만 변화를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여성들은 잡지나 패션쇼 

등에서 옷차림에 대한 안목을 높일 기회가 있지만 남성들은 그럴만한 기회가 거

의 없었기 때문. 

‘남성패션, 캐주얼 시대’1983년 8월 19일 동아일보 中 일부  

 

    이전의 군부정권 시대와 전혀 새로운 소비 풍조와 문화적 자유를 누

리게 되면서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생계부양자로서 

남성과 현모양처로서 여성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 또한 심화된다. 일제 식민지 하에 감행된 근대화와 한국전쟁, 군사

정권으로 근대적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직접적 계기와 주체적 인식을 경험

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의 물결 속에서 적극

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해외문호의 개방

과 함께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의 풍조가 확산되었

으며, 다양한 패션의 유행만큼이나 젠더 가치관 역시 기존의 전통적 통

념에 거부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국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치적 수

단으로, 사회적 시스템과 미디어를 통해 문화 및 생활 전반에 아울러 큰 

영향을 미친다. 식민지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화로 인해 산업 및 공업 정

책, 제도와 같은 공적 물자의 관리뿐 아니라 남성 및 여성의 공고한 역

할 구분 등 생활적 측면에서의 인식 또한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국가의 

통제 속에 관리된다. 전통적 젠더 가치관이 사회적 규범과 통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남성 및 여성 복식 또한 의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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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과 복식 규제 등 국가주의적 통제 하에 관리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과 해외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전통적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개인주의나 다원주의 등 다양한 태도와 

가치관들이 중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가지는 의미가 약

화된다. 패션 또한 다양한 취향과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며 국가적 통제

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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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본 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을 실

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젠더와 관련한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

성을 도출하였다. 제 1절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젠더에 대한 인식을 고찰

하기 위해 성별 젠더 가치관과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을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과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도출하였다. 

 

 

제 1 절 한국의 패션과 젠더에 대한 인식 

 

    젠더가 복식에 투사 및 반영되는 방식은 해석적이고 복잡한데, 복식

은 남성 및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가시화되는 직접적인 도구임과 동시에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 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반영한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심층 면접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게 한국의 젠더 인식을 

고찰하고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은 최근 한

국 사회의 20, 30년간의 급격한 젠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20대, 

30대 남성 11명, 여성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

접한 내용을 토대로,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의 전통적 성 역할 및 성 이

미지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였으며, 젠더 가치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

류하였다. 각 유형별 추구하는 젠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패션 스타

일 및 중시하는 의복 가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 유형을 분류하였다.  

 

 

1. 성별 젠더 가치관 

 

    현대 한국 사회의 젠더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남성 및 여성의 성 역

할과 성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성 역할(gender role)이란 남성 및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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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으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회적인 신념 또는 고정관념이 일상

생활의 역할에 반영된 것(Berk, 2009)을 말하며, 대개 남녀의 실제적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자연적 성차(sex)보다 성 역할 

사회화 과정에 의한 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강혜

원, 1995). 또한 성 이미지(gender image)란 개인이 자기 성에 대해 갖

는 지각, 경험, 신념의 결과로서 성적 특성에 대한 지각(Loudon & Bitta, 

1989)을 의미하는데, 보통 전통적인 남성/여성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의 범주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뉜다.  

    대체적으로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성 역

할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고 가정 및 직장에서 평등하게 일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 세대로부터 받

은 영향과 사회적 시스템의 유습으로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평등적 사고방식과 별개로 자라 온 환경, 직업적 특성, 개

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에 따라 전통적 성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태도

를 보였다.  

 

 

1) 남성  

 

(1)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20대 및 30대 남성들 대부분은 1인 생계 부양자로서 과거의 전통

적인 남성 성 역할을 크게 고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도 가정

에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맞벌이 가정을 추구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가사 및 요리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역할 분담에 대

해서도 책임의식을 보였다.  

 

역할을 나눠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나는 여자랑 남자랑 다른 거는 그냥 

여자가 애를 낳는 거 밖에 다르다고 생각해 본 게 없거든요. 내가 밥을 할 

수도 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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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브랜드 운영, 34세, 남성, 이재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맞벌이하고, 애도 같이 키우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를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남자가 힘이 

더 세고, 여자가 좀 더 섬세한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 성향이나 특징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구분은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분리하고 정해서 생각

해 본 적은 없어요.  

(멀티샵 브랜드 MD, 31세, 최현진) 

 

    그러나 빨래와 요리, 설거지 등 가사에 대한 일의 분담을 평등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남성이 경제적 책임

을, 여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

하는 면접자들이 많았다.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하고 가사도 육아도 같이 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굳이 어느 한 쪽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남자

는 경제활동에 투자하고 여자는 육아에 조금 더 신경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

해요. 서로한테도, 자식한테도.  

(법무관, 30세, 남성, 한동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에 구애 받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

성이 더 잘 할 수 있고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생각해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남성, 박은솔) 

 

    20대 및 30대 남성 면접자들은 대체적으로 평등적인 성 역할을 추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남성 면접자들은 부모 세대 및 과거 유습으로부터 습득한 

생활 문화를 따라 남성 및 여성의 일을 전통적 성 역할과 부합하게 구분

하는 것이 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선택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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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 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 

 

    20대 및 30대 남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해 공통

적으로 ‘리더십 있는’, ‘주도적인’, ‘능력이 있는’ 등과 같은 형용사를 통

해 묘사하였다. 그러나 남성 면접자들은 개인의 성격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회피 및 거부하는 등 다양한 태

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추구하는 남성 면접자

들의 경우, 전통적인 남성상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 목소리가 낮고 저음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걸로 남자다운 것 같다는 이미

지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 외모적인 이미지로만 보면 면도도 듬성듬성

하고 운동 좋아해서 체격이 이런 것들이 다부지고 덩치도 크고.. 

(주얼리 브랜드 운영, 34세, 남성, 이재준) 

 

    또한 일부 남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

을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억압이나 의

무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답하였다.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남자는 운동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강조했었죠 내가 그걸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 어떻게 보

면 엄마랑 아빠는 저한테 가부장적인 장남의 역할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그

게 안 맞더라고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1세, 남성, 이윤재) 

 

이미 여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너무 어

리고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로서 단순하지 

않고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28세, 남성,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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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회피하는 남성 면접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성격적 측면에서 본인과 부합하

지 않아 남성적인 행동이나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자라왔던 환경 및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자각하는 게 없는 편이고,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로써 어

필되고 싶다기 보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고 싶은 데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남성, 박은솔) 

 

제가 남성적인 매력이 참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남성적이다라고 생각하

면은 몸도 좀 크고, 근육도 좀 있고 수염도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남성

성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디자인 작가, 31세, 남성, 최준희) 

 

    한편,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거부하는 남성 면접자들의 경우, 전

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거부하고 여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양성적 이미

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인지

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직업적 특성 및 가치관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통

적인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간 양성,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 업계(패션)에 

있을 때 여성성이 너무 강하면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고, 

남성성이 너무 세면 남성은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성을 가지고 있

으면서 남성성의 장점을 유지하려고 하죠.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33세, 남성, 김지민) 

 

    20대 및 30대 남성 면접자들의 답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인 남성 이미지란 ‘신체가 건장하며, 리더십 있는 다재 다능한 남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추구할 때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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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나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정을 얻

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거부하는 경우, 선택적으

로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20, 30대 남성들의 성 역할 및 성 이미지 추구 경향은 다음 [표 2]

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 20, 30대 남성들의 젠더 가치관 

이름 추구 성 역할 추구 남성 이미지 유형 

이재준 
평등적이나, 

육아는 여성이 담당 

호탕한, 점잖은 마초,  

강해 보이는 

전통적 젠더 

수용 

박범준 
평등적이나, 

육아는 여성이 담당 

주도적인, 리더십 있는,  

능력 있는 

한동준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부드러운, 섹시한,  

다재 다능한 

이윤재 
전통적인, 

남성의 경제력 중요 
다정다감한, 젠틀한 

김가람 
전통적인, 

가장이 중심이 되는 

배려가 많은, 어른스러운,  

성실한 

강혁수 
평등적이나, 

육아는 여성이 담당 
마초가 아닌, 친근한 

젠더 인식 

부재 

최준희 
평등적인,  

적성 중시 
크게 남성적인 면이 없음 

박은솔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고민 해 본 적 없음 

최세원 
평등적인,  

적성 중시 
크게 남성적인 면이 없음 

김지민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양성적인, 통념적이지 않은 

전통적 젠더 

거부 
최현진 평등적인  

융통성 있는, 개방적인 

양성적인 

 

    20대 및 30대 남성들은 남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태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구하는 성 이미지가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 면

접자들의 경우, 대개 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성격이 전통적인 남성 이미

지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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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속된 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일부 남성 면접자들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적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몇몇 남성 면접자들

은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전통적인 

남성에 부합하는 행동이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소속된 집단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주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보다 자신의 주관과 결정에 따를 

때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남성 면접자들은 소속된 집단이나 자라온 환경, 미디어, 주변의 평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의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남성 면접자들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으며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에 부합하기 보다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젠

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남성 면접자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 혹은 이미지

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

으며,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성격과 개성으로 이해되는 것

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부합하는 행동과 성격,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행동

하는 데 있어 자율적인 경향을 보여, 과거보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젠더 가치

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남성 면

접자들의 경우 단순히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기피하거나 여성적인 이

미지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하는 등 대안적인 남성 이미지를 모색하는 

적극성을 가지지는 않아 젠더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보다 한국사

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갖는 영향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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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1)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 

 

    20대 및 30대 여성 대부분은 과거와 달리 직업을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평등적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리와 빨래, 살림 등 가정을 돌보는 전통

적인 현모양처로서 여성 성 역할에 대해서도 남성의 동등한 책임을 요구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등하기를 바라죠. 저는 나중에 일도 하고 싶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의존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는 부수적인 존대라고 생각해서 부부위주

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28세, 여성, 김소라) 

 

평등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 TV 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살

림만 하고 그런 것 까지는 아니니까..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

하고 각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패션 연구원, 34세, 여성, 박수형) 

 

    그러나 여성 면접자들은 평등적인 역할을 추구하면서도 생계 부양을 

위한 경제적 소득은 남성이, 육아 및 출산에 있어서는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적성이

나 여건에 따라 집안일이나 기타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게 좋다고 생각

하는데 막상 내가 가정 생활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더 꼼꼼하고 

세심한 일, 어렵고 힘든 일은 남편이 하게 됐고… 그리고 스스로 경제나 모

든 거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는 언제든지 일을 그

만둬도 된다? 근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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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은 적성에 맞게..근데 사회적으로는 남자가 일하고 집안에서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애 낳으면 주변 사람들 3년씩 쉬는데 

보통은 엄마가 쉬잖아요. 밥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아빠가 아이를 낳자마자 

3년 쉴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렇게 보면 아이는 엄마가, 남편은 소득을..이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 30세, 여성, 한지혜) 

 

저는 그냥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남편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

는 건 있어요. 남편의 울타리 같은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자가 너무 오버 파워 되는 건 별로 인 것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여성, 이수영) 

 

    20대 및 30대 여성 면접자들은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추구하고 가

정에서 경제적 소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육아 및 출

산, 경제적 부양과 같은 가정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남성 및 

여성의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 면접자들을 통해 

확인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면접자들은 현모양처로서 가족을 돌보고 

내조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

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평등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

기면서도 남성 및 여성 간에 최소한의 고정된 성 역할은 있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 또한 남성은 가정에서 경제적 소득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여성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남성 

면접자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 전통적 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 

 

    20대 및 30대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에 대해 공통

적으로 ‘세심한’, ‘배려하는’, ‘상냥한’ 등과 같은 형용사를 통해 묘사하였

다.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수용하는 여성 면접자들의 경우, 현모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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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머니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묘사하였으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들어왔다고 답하였다.  

 

따뜻하고 좀 온화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성..어머니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

고 조금 우아하다고 될 수 있고..씩씩한 그런 여성상은 아닌 거 같아요.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뭐랄까..자연스럽게 은유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성이 매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

해서 유쾌하고 자연스러움이 더 여성적인 매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추구

하는 것 같아요.  

(패션 연구원, 33세, 여성, 박경아) 

 

가정적이고 아이들도 많고 사회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고..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높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가

정적인 집에서 작은 일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여성? 

그런 여성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저는 부정적인 얘기는 들었

다기 보다 어른들이 ‘예쁘게 입었네’, ‘단정하네’ 이런 걸 더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27세, 여성, 이은아) 

 

    몇몇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어머니 상으로서 여성 이미지 외에 

특정 여성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우 

같은’, ‘내숭 떠는’, ‘치장하는’, ‘우악스러운’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여성 

이미지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적인 측

면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를 추구 혹은 회피 및 거부하였던 

남성 면접자들과 다르게 여성 면접자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특

정 여성 이미지를 기피하여 추구 여성 성 이미지에 대해 묘사하거나 남

성 이미지에 가까운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여성 이미지를 기피하면서도 여성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고 답변한 여성 면접자들은 ‘씩씩한’, ‘화려하지 않은’, ‘귀여운’, ‘중성적

인’ 등 다양한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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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여성적인 걸 추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연약하고 소위 말해

서 청순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히려 강하고 진취적인, 카리스마 있

는? … 전 약간 귀엽고 씩씩한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회사원, 30세, 여성, 정해준) 

 

    또한 남성 면접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여성 이미

지를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여성 이미지를 추구해 본 적이 없

다고 답하였다.  

 

딱 정확하게 어떤 추구하는 여성상, 롤모델은 없는데…어쨌든 딱히 희생적

인 현모양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싫어하긴 

해요, 너무 여자여자해서 내숭이 심하다거나 애교가 심하다거나..굳이 여성

적인 걸 표출해야 하나 싶어요. 제가 여성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요.  

(패션 연구원, 34세, 여성, 박수형) 

 

    일부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특정 여성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따라서 ‘강인한’, ‘독립적인’, ‘시크한’ 등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거부하는 여성 면접자

들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 부합해야 하는 인식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적 특성 및 고정관념으로 평가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보다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여성적인 게 다 싫어요.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취

미도 그렇고..가식적인 것도 싫고 그게 전부 싫어요. … 전 씩씩하다기 보다 

보이쉬한 걸 추구해요. 솔직하고 소탈하려고 노력하고요. 

(럭셔리 브랜드 MD, 29세, 여성, 이영주) 

 

제가 키가 작고 조그맣고 조용해 보이고 말을 막 크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

다 보니까 강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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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고 바지도 자주 입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나는 항상 강한 사람, 이런 

되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던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1세, 여성, 김재이) 

 

    20대, 30대 여성 면접자들을 통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우아한 여성’, 즉 현모양처와 같은 여성상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

성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남성 면접자들과 달리 여

성 면접자들 대부분은 특정 여성 이미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추구 여성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모양

처에 대립되는 신여성에 부여되었던 여성 이미지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 30대 여성들의 

젠더 가치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20, 30대 여성들의 젠더 가치관 

이름 추구 성 역할 추구 성 이미지 유형 

박경아 
평등적이나  

가장의 역할 중요 
우아한, 부드러운, 섬세한 

전통적 젠더 

수용 

김선희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우아한, 섬세한, 배려하는 

이은아 전통적인 
우아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한지혜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상냥한, 귀여운, 

공감을 잘해주는 

정해준 
평등적인,  

적성에 맞는 
씩씩한, 정의로운  

젠더 인식  

부재 
박수형 

평등적인,  

적성에 맞는  
고민 해 본 적 없음 

김소라 평등적인 
개방적인,   

시원시원한, 호탕한 

김노을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여성성을 부각하지 않는  

전통적 젠더 

거부 

이수영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중성적인, 차분한 

이영주 
평등적이나, 

일의 구분은 중요 
쿨한, 여성스럽지 않은 

김재이 
평등적인,  

적성에 맞는  

강한, 리더십 있는, 

연약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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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및 30대 여성들은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양한 태

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면접자들의 경우, 직업 활동을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가정과 가족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 주변 사람을 잘 

챙기거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과거의 현모양처로서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와 유사한 모습을 

추구하였다. 한편, 몇몇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특정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여성 이미지

를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라 온 

환경, 소속 집단, 사회적 관계에 있어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주관과 선택에 의한 결정

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

부하는 여성 면접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특정 여성 이미

지 등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통념에 거부감을 느꼈으며 오히려 

남성 이미지에 가까운 모습을 추구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남성 면접자들과 달리 전통적인 여성 혹은 특정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험적

인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따라야 하는 억압

적 분위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 자신만의 

성격과 개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및 다양한 여성 이미지가 존재하

나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젠더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면접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율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

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여성 면접자들의 경

우, 대부분 젠더 가치관을 의무적으로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갖

는 중요성이 약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63 

 

2.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 

 

    본 단원에서는 앞서 고찰한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들의 젠더 가

치관 유형을 토대로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영향 요인 등을 고찰하였다.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자

신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따라 타인에게 특정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성 이미지를 고려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젠더 가치관 유

형은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유형,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재

하는 유형, 전통적인 젠더를 거부하는 유형 세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추

구하는 젠더 가치관에 따라 패션 스타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면접자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준

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과감한 패션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

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젠더 가치관이 부재하는 면접자의 경우, 자

기중심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타인의 평가 및 주변 시선에 개

의치 않고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편안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

는 면접자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젠더 가치관 유형에 따른 추구 패션 스타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통적 젠더 가치관과 무난한 스타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면접자의 경우, 보수적인 분위기

의 환경 속에서 자라오거나 자신의 성격이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타인

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민감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소

속 집단이나 사회적 규범을 부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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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하는 직군 자체가 바지통이 좁다느니, 자켓이 작다느니, 카라가 왜 

그러냐느니, 넥타이를 왜 그런 거를 매냐느니 그런 지적이 엄청 많아요. 그

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 돼요. … 

저 조차도 남이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입지 않으려

고 하고요. 

(법무관, 30세, 남성, 박범준) 

 

옛날에 한창 스트릿을 좋아하고 그럴 때는 개성이 넘치긴 했어요. 누가 봐

도 옷을 좋아한다 그런 느낌… 그런데 스타일 바뀔 때 주변 사람들 존재가 

컸어요. 싫은 소리 안 듣고 살기에 딱 최적화된 옷 스타일..그런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게 됐죠.  

(의류학과 대학원생, 31세, 남성, 이윤재)  

 

    면접자들은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남성/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유로, 정형화된 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 혹은 집단의 기준에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이라는 답변

을 하였다.  

 

패션을 추구하면서 딱히 어떤 이미지를 추구한다기 보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스스로 그런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성스

러운 걸 입었을 때 제일 무난하고. …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거나 졸업식, 

입학식, 종업식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여성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옷들

을 사게 되요. 그런데 돈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남성적인 것들은 나를 표현하는데 있어 저한테 어울려서 남성적인 아이덴티

티가 강한 거지만..근데 사실은 저도 조직에 속해 있고, 조직의 흐름이 변한

다면 저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내가 원하는 개성을 표출하되, 이성

들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오피셜한 자리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패션을 추구하려고 해요.  

(주얼리 브랜드 운영, 34세, 남성,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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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개성과 캐릭터를 드러내기보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남성적으로 제가 성공했다는 걸 과시해서 보여주고 싶다기 보다는 ‘아 저 친

구는 참 차분하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게 직장 상사나 친구, 여자친구

가 될 수 있어도 ‘저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다’, ‘업무를 잘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법무관, 30세, 남성, 박범준) 

 

사실 저는 제 패션 스타일이 젠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여성상이 가정적인 엄마 같은 여성상이라 패션에서도 엄

마라고 생각했을 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웨이브 진 긴 머리에 

원피스, 그리고 꽃무늬 그런 것들…의도적인 것도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여

성은 이런 건데 그런 옷을 안 입으면서 ‘난 가정적인 여자가 되고 싶어’ 그

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볼 거 같기도 하고..  

(의류학과 대학원생, 27세, 여성, 이은아)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의 면접자들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있어 ‘깔끔한’, ‘베이

직한’, ‘심플한’, ‘모던한’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연

스럽게 습득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똑 같은 교복입고 비슷한 머리하고 

비슷하게 자라왔고, 조금 튀면 혼났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튀지 않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법무관, 30세, 남성, 한동준) 

 

갈수록 심플한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던하고 심플하지만 핏이 

루즈한.. … 내가 이렇게 직업에 많은 영향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직업적인 

영향이 제일 커요. 약간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미팅으로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하는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패션 연구원, 33세, 여성, 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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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여 정형화된 성적 이미지를 수용하는 

면접자들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패션 스타일을 추구

하는 데 있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전통적 젠더 가치관과 무난한 스타일 

이름 젠더 이미지 영향 요인 중요 가치 
추구 패션 

스타일 
패션 유형 

이재준 능력있는 남성 
소속집단,  

사회적 관계 

사회적 

이미지 

모던한,  

베이직한, 

무난한 

스타일 

박범준 주도적인 남성 
사회적 지위, 

소속집단  

클래식한,  

댄디한, 

한동준 다재다능 남성 
사회적 지위, 

타인의 평가 

스포티한,  

베이직한 

이윤재 자상한 남성 타인의 평가 
클래식한,  

스트리트 

김가람 성실한 남성 사회적 관계 
모던한,  

베이직한, 

박경아 우아한 여성 직업적 능력 
모던한,  

페미닌한, 

김선희 세심한 여성 
타인의 평가, 

직업적 능력 

여성적인,  

베이직한, 

이은아 가정적인 여성 
사회적 관계, 

타인의 평가 

클래식한,  

성숙한 

한지혜 상냥한 여성 
소속집단,  

사회적 관계 

걸리쉬한,  

베이직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면접자의 경우 정형화된 남성 및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요인으로 소속 집단의 규범, 타인의 평가, 직업

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꼽아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남성 및 여성 이미

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하기 보다 사회적 관계 및 직업 활동에

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나 성적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

에서 남성 및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스타

일과 섹슈얼리티를 강하게 드러내는 패션 스타일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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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여 무난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면접자의 결과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정체성

을 표현하고 이성에게 섹슈얼리티를 어필하는 수단이기 보다 남성 및 여

성의 역할과 사회적 예절을 규정하는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써 인식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편안한 스타일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특정 젠더 가치관을 추구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면접자의 경우, 자라 온 환경이 일반

적인 가정과 다르며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에 민감하지 않다고 답

변하였다. 또한 사회적 규범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고 엄마 기가 더 세고. 그

냥 그런 것을 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빠도 아니었고, 그래

서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걸 별로 배운 적? 자각이 없었어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남성, 박은솔) 

 

전 젠더에 있어서는 한국의 관습적인 거랑 달랐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빠

가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고,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안

정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벌었고 결혼 한 뒤에도 아빠는 돈을 벌기보다 사회

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집안일을 한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전 딱히 

고정관념이 없어요..  

(회사원, 30세, 여성, 정해준)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는 면접자의 경우, 사회적 규범이

나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자신의 개성이나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적, 정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패션 스타일에 

있어 고정된 취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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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에는 좀 뭐랄까,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욕심은 없어요. … 저는 너무 남성적인 걸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남자가 너무 꾸민다는 느낌 주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남성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을 굳이 배제하지는 않지만 또 굳이 그런 게 드러나게 하려고 노

력하지도 않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2세, 남성, 강혁수) 

 

저는 너무 페미닌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페미닌한 아이템을 

선택하더라도 그거랑 반대적인 걸 선택한다거나.. 그냥 깔끔하고 편한 정도

가 좋고 그래서 타인이 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내 캐릭터가 크게 두드러지

는 걸 크게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패션 연구원, 34세, 여성, 박수형)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는 면접자의 경우,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특정 취향이나 고정된 이미지에 관해 묘사하기 보다 

‘편안한’, ‘편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두드러지지 않는’ 등의 용어를 자

주 사용하였다.   

 

편하게 입는 게 제 가치관이랑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편해 보이는 

옷들은 예쁘지만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옷이 더 중요하고, 옷을 입

고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전 예쁘게 

보이는 것 보다 제가 편해 보이는 게 더 좋아요.  

(디자인 작가, 31세, 남성, 최준희) 

 

옷 살 때는 그냥 체형이 항상 1순위인 것 같아요. … 원래 자연스러운 걸 좋

아하고 음식도 유기농이 좋고 가구도 원목이 좋고.. 옷도 편해 보이면서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회사원, 30세, 여성, 정해준)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

끼지 않는 면접자의 경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자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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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가치관을 중시했으며, 패션 스타일에 있어 자신의 신체적, 정신

적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편안한 스타일 

이름 추구 이미지 영향 요인 중요 가치 
추구 패션 

스타일 
패션 유형 

강혁수 친근한 사람 심리적 안정 

자신의 

만족감 

캐주얼한,  

클래식한 

편안한 

스타일 

최준희 편안한 사람 
타인 신경 쓰

지 않는 성격 

캐주얼한, 

편안한 

박은솔 예의바른 사람 부모님 교육 
포멀한,  

캐주얼한 

최세원 평범한 사람 심리적 안정 
캐주얼한, 

편안한 

김소라 털털한 사람 
타인 신경 쓰

지 않는 성격 

심플한,  

편안한 

박수형 예의바른 사람 부모님 교육 
클래식한,  

편안한,  

정해준 정의로운 사람 부모님 교육 
자연스러

운, 편안한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면접자의 경우 자라 온 환경에서 남

성 및 여성의 역할과 행동,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접하거나 그에 부

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해 본 경험이 적었으며 또한 타인의 평가나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일상 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 

자신의 안녕과 만족감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특정 취향을 고수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형화된 남성 및 여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패션 스타일의 경우, 어깨나 허리선 등의 신체를 강조하여 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

였다. 따라서 남성 및 여성적 신체를 강조하지 않는 캐주얼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편하게 추구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면접자들의 내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

이나 젠더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심리적 만족과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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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과 트렌디한 스타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거나 젠더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면접자의 경우,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성격, 사회에서 비주류적 분야에 종사한다는 직업적 인식, 어렸을 때 해

외에서 유학했을 때의 경험으로 인해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따라야 한

다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희 집은 원래 그런 거 간섭도 안하고. 제가 좀 자유로운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많은 것도 싫고 그 안에서 속박되는 제 

자신도 싫고요.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

을 하고 살고 싶어요.  

(럭셔리 브랜드 MD, 여성, 29세, 이영주) 

 

어렸을 때부터 옷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것 저것 쇼핑도 많이 해보고. 교환

학생 가서도 많은 것을 보고 한국에 있을 때도 이것 저것 많이 보고..그냥 

어렸을 때 산 게 많고, 본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거를 시도해 보는 게 제 성

향인 것 같아요. 

(멀티샵 브랜드 MD, 남성, 31세, 최현진) 

 

아버지가 사실 뭐 이애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넌 어떻게 

할건데,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선택의 권한은 항상 저한테 있었고. 머리를 

기르는 것도 전략적인 거에요, (젠더 이미지를 표현한다기 보다)제가 하는 

브랜드 때문에.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33세, 남성, 김지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전통적인 성 이미지 및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 및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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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옷 입는 걸 가지고 막 되게 ‘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사회의 통념이나 규격화된 질서, 이런 거

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죠. … 

‘아 저 사람 되게 자유분방한 느낌이구나, 주변 의식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

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요.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33세, 남성, 김지민)  

 

처음부터 제가 ‘남성적으로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강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남

성복을 입고, 아니면 약간 스포티하게 입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개

인적으로 여성적인 소재, 나풀거리는 거나 몸에 라인이 드러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약해 보이니까.  

(의류학과 대학원생, 31세, 여성, 김재이) 

 

    또한 면접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을 따르

거나 비슷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답

하였다. 

 

저는 그게 싫었던 거 같애요, 같은 거. 같은 거를 입고 같은 거를 하는 게 

싫었던 거에요. 유행이라고 굳이 그걸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도 안하고..옷을 

입는 것도 자기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똑 같은 거를 하는 게 그냥 싫은거?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여성, 이수영) 

 

어쨌든 가장 큰 건 제가 워낙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고 이것 저것 시도해 보

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옷도 다양한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렇게 입어야 돼, 여자는 이렇게 입어야 돼’ 라는 생각 

자체도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구요. 

(멀티샵 브랜드 MD, 31세, 남성, 최현진) 

 

유전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돋보여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요, 제가 갖고 싶은 걸 누가 갖고 있으면 그건 싫어요.  

(패션 에디터, 30세, 여성, 김노을) 



 

 72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의 경우, 패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개성 및 취향 표현을 중시하였으며 자신이 정형화된 성 이미지

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특정 패션 스타

일을 고정적으로 추구하기 보다 특정 아이템이나 화려한 컬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의 스타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였

다.   

 

사실 전 그냥 제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걸 입고 간 건데, 키치한 요소가 있

기 때문에 ‘특이하게 입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패션 에디터, 30세, 여성, 김노을) 

 

저는 중성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중성적인 건 색도 무채색이거나 

카키색. 청바지도 많이 찢어지고 헤졌다거나 그리고 분홍색도 진분홍 약간 

빈티지한 거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가구를 봐도 나무가 썩은 것 같은 그런 

게 좋고..여성스러운 여자도 그런 걸 딱히 안 좋아하고, 남자라고 또 그런 걸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여성, 이수영) 

 

보통 대다수의 일반인 사람들은 유행하는 아이템을 사서 입는데, 저는 실루

엣을 이용해서 스타일링하는 편이고.. 과시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려는 건 아

니고..남들이 봤을 때는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는 제가 가

지고 있는 화려함보다 절제하는 편이에요. 컬러도 더 다양하게 입고 싶고, 

아이템도 과감하게 입고 싶고, 투박한 실루엣도 시도하고 싶고요.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33세, 남성, 김지민)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의 경우, 패션 스타일을 묘사하는 데 

있어 ‘트렌디한’, ‘취향을 드러내는’, ‘감각적인’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

였다.  

 

저는 제 취향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요. 

(럭셔리 브랜드 MD, 여성, 29세,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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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성 있어 보이고 싶다기 보다는 트렌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큰 건 이것 저것 시도해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

서 옷도 다양한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멀티샵 브랜드 MD, 31세, 남성, 최현진)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면접자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따

라야 한다는 인식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시도

와 모험을 선호하였으며 따라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고정적

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젠더 가치관에 대한 저항과 트렌디한 스타일 

이름 추구 이미지 영향 요인 중요 가치 패션 스타일 패션 유형 

김지민 자유로운 사람 
가정 환경, 

직업 특성 

개성 및 

취향 표현 

스트리트,  

유니섹스 

트렌디한 

스타일 

최현진 개방적인 사람 
해외 여행, 

개방적성격 

아방가르드,  

트렌디한 

이영주 감각적인 사람 
유학 경험, 

개방적성격 

보이쉬한,  

스트리트 

김노을 감각적인 사람 
가정 환경, 

직업 특성 

키취한,  

독특한 

김재이 독립적인 사람 가정 환경 
보이쉬한,  

남성복, 

이수영 
전형적이지 않

은 사람 

유학 경험, 

개방적성격 

빈티지한,  

중성적인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대해 거부하거나 젠더 가치관

을 고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면접자의 경우, 자

라 온 가정 환경과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개방적 성격, 새로운 취향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직업적 특성, 해외에서의 여행 및 유학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 혹은 틀에 박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불

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고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새로운 취향을 경험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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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가치관에 대해 저항하는 면접자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 자신이 타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 또한 타인을 평가하고 의식하는 문화 및 태도 자체를 경계하며, 다

양한 선택권에 대한 자율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겨 다원주의적 문화

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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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종합적 논의 

 

    한국 사회는 지난 근현대 시기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역사

적 경험을 통해 독특한 젠더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에서의 젠더 특수성이 여전히 사고 방식과 일상 생활, 패션 스타일

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제 1절에서 살펴본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의 

젠더 인식을 토대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두 가지,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과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젠

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한국 사회에서 예의와 규범을 중시하면서도 트렌

드를 따르거나 새로운 취향을 경험하는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이중적인 

패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1.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앞서 살펴본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의 젠더 인식을 토

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

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억압적 인식은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면접자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

은 출산 및 육아를 담당하고 주요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

화된 것과 별개로 남성 및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은 강

하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면접자들은 젠더 가치

관을 선택 및 추구하는 데 있어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존재하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역할과 행동을 사회적으로 규정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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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 이분법적 고정관념 

 

    많은 면접자들은 성 역할 및 성 이미지 등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구

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 성격과 이미지와 관련하여 긍

정적, 부정적 반응을 받아보거나 타인에 대해 평가해본 적이 있다고 답

변하였다.  

 

어찌됐건 남녀를 구분해서 확인하려는 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

에서 아기 옷을 사줄 때 ‘남자애한테 핑크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없을 때 

그게 건강한 젠더 문화인 것 같아요. 동성애나 트렌스 젠더 같은 게 화두에 

오르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 

그래야 건강한 젠더 문화가 되겠지만 지금은 완벽한 시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패션 연구원, 33세, 여성, 박경아) 

 

남자답다고 하면 뭔가 운동을 좋아할 것 같고 모험과 탐험을 잘 하고. 좀 

굉장히 터프하면서 여자를 위해 희생을 하는? 그리고 여자답다고 하면 어

떤 일에 대해서 세심한 면이 있고 차분하면서 잘 챙기고 꼼꼼한 면? 남자

가 체육이라면, 여자는 미술 같은 느낌? … 어쨌든, 예를 들어 한비야 같이 

터프하고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여성스럽다고 하지는 않

잖아요?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아직까지는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답다, 여

자답다라는 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남자, 여자 성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마치 차갑다, 뜨겁다 이런 그 자체에 뜻이 있는 

형용사처럼 이미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버린 표현인 거죠. 하지만 그게 우리 

시대의 남자, 여자 그리고 남성상, 여성상을 대변하는 표현은 아닐 수 있겠

죠.  

(법무관, 30세, 남성, 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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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 및 이미지를 고수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저는 여자들은 보통 리액션을 잘하고 이모티콘도 쓰고 여우 같고 상냥한 

이미지고, 남자는 넉살 좋고 내 것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인간관

계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 근데 전형적인 남성, 여성..그런 사람이 좀 

더 유리한 사회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공무원, 30세, 여성, 한지혜) 

 

요즘에는 많이 깨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자라면 인형

을 사주고 남자라면 총을 사주고..강압적이지는 않지만 무의식 중에 세습하

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관, 30세, 남성, 박범준) 

 
사실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고 존중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전통적

인 개념의 여성스러운 패션을 했을 때 조금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들이 있는 것 같고 여자들도 너무 보이쉬하게 하고 다니면은 멋있다고 생

각은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 전통적인 여성 패션을 좋아하

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예전에는 아예 이해를 못했으면 지금은 이

해는 해주는데, 그래도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맞는 패션을 했을 때 더 좋

은 이미지 인 것 같아요.  

(법무관, 30세, 남성, 한동준)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른 생물체잖아요. 

외적으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남

자만 잘 할 수 있고, 여자만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

니까 이 세상에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해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남성, 박은솔) 

 

    면접자들의 답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젠더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

분하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격 

및 외모,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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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 면접자들은 전형적인 남성 및 여성 고

정관념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

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

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보다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고자 

하는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양한 젠더 가치관의 공존  

 

    앞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남성 및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

분하는 고정관념이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많은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남성 및 여성의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과거의 억압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부

분의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다양한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과 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남자, 여자라고 일단 구분을 짓는 거 자체가 사실 문제면 문제라고 생각해

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자기가 좋아서 편안해

서 그걸 선택한다면 그걸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남성, 이윤재) 

 

지하철 같은데 보면 임산부석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 던지 사회적으로 아

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전통적인 남성, 여성 이미지

를 좋아하는데도 거부감이 있긴 해요. 왜냐면 그런 걸 저한테 강요는 안 했

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고 제가 그걸 선택한 것, 전통적인 여

성 이미지를 제가 선택한 것이지 그걸 강요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의류학과 대학원생, 27세, 여성,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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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면접자들은 문화적으로 남성 및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사상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장치가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분위기를 고수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젠더 경계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

요. 왜냐면 일단 게이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

고..그리고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 여자 옷 입어도 자연스럽잖아요. 여성들

도 혐오문화와 달리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상은 그렇

지 않은데 시스템은 여전히 전통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가사일하고, 육

아일 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할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그

렇게 못하게 만들죠.  

(의류학과 대학원생, 32세, 남성, 강혁수) 

 

문화적으로 그런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에도 

치수로만 구분하는 거지 아이템의 장벽을 만들지 않는 거에요. … 시스템에

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면 양분화되지만 그 기준을 없애면 

분명히 극과 극은 있겠지만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자연스러운 스펙트럼이 

생기고 그러면 기존에 양자택일에서 다자택일로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니섹스 브랜드 운영, 33세, 남성, 김지민) 

 

    한편, 일부 면접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현대사회에 들어설수록 젠더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문

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실 어떤 스테레오 타입..그걸 깨고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애가 진짜로 여자여서가 아니라 섬세할 수 있는 건데 그

게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떤 남자애가 성격이 센데,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라는 테두리가 없이 그냥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고..그

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패션 에디터, 30세, 여성, 김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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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다수는 사회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벗어나는 걸 

지향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무조건 비난했잖아요, 화장

한 남자나 좀 특이한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자

발적이지는 않아도 그런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회사원, 30세, 여성, 정해준) 

 

    한국사회의 젠더 인식에 관한 두 번째 특징으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

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전통적인 남성 및 여성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적성에 대한 존

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 역

할 및 성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남성 및 여성간에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보다 남성 및 여성간에 신체적 차이를 비롯한 심리적, 

정신적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 및 여성의 다양한 성 역할 및 성 이미지를 

장려하는 젠더 문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다양한 젠더 가치관

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조하였다. 또한 

젠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개인이 자신만의 가치관과 성

향, 능력과 재능을 표출하고 이를 인정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해 사

회적으로 젠더 가치관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으로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고정관

념이 강해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이 성격 및 행동, 역할 등 개인을 평가

하는 데 있어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남성 및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강한 것과 별개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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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성향을 존중하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여 사회적으로 젠더 가

치관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단원에서는 앞서 도출된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을 토대로 한국 

패션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남성 및 여성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개성과 취향뿐 아니라 인성과 품격을 평가하는 기

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과 더불어 

젠더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저항하

는 등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새

로운 경험과 이미지를 모색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예의와 규범 중시 

 

    대부분의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빈번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통념적인 기준을 넘

어 과한 스타일을 추구할 때 단순히 취향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인격적

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사실 전통적인 여성상, 남성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상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양하고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로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선택이 많고 패션이 다양해도, 그리고 좋다, 나쁘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도 과하면 싫어요. 과하면 안돼요. 사람들은 아직

은 과한 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27세, 여성, 이은아) 

 

저는 특이한 면이 어렸을 때부터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타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튀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기도 해요..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넓게 보자면, 특이한 패션 스타일을 

입어서 보기에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도 피해를 끼치는 거죠. 

(의류학과 대학생, 26세, 남성, 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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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만 해도 남편 옷을 살 때 색상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핑크 이

런 거 같은 거는 손도 안가요. 그런 것들이 왠지 남자답지 못하고 이상해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또한 공적인 자리나 행사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예의와 격식을 차리

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성 및 취향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

는 차림으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사실 옷 입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PO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런 데 있어서 TPO 를 해치는 그런 아웃핏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일수록 스타일리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의를 차리려고 하

는 것 같아요.  

(멀티샵 브랜드 MD, 31세, 남성, 최현진) 

 

전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패션 스타일은 굉장히 신경 써요. 장례식, 결혼식, 

무슨 행사 그런 거 신경 써요. 왜냐면 그건 예의잖아요, 기본적인 예의.  

(의류학과 대학원생, 32세, 남성, 강혁수)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정장, 풀정장이에요. 벨트하고 타이 메고 좀 더 격

식 있는 자리면 셔츠 카라까지 신경을 써요. 와이드로 안 입고 스탠다드 레

귤러로요.  

(법무관, 30세, 남성, 박범준) 

 

저는 그래서 새로 사기도 해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 검정 원피

스를 사서 입은 적도 있고 흰색 원피스 입은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딱히 어

떤 스타일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옷을 새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30세, 여성, 이수영)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옷차림이 

예의와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인식은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

와 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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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자연

스럽게 습득된 것 같아요. 다 똑 같은 교복을 입고 자랐고 비슷한 머리를 

하고 조금 튀면 혼났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그래서 너무 튀지 않고 남들 하

는 만큼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중간은 가는 거니까.. 

(법무관, 30세, 남성, 한동준) 

 

제 생각에 사람들이 억압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건 TV 나 잡지 그 정도뿐인데 아직 보지 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서.. 

(의류학과 대학원생, 27세, 여성, 이은아)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및 성 이미지는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정형화된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뿌리 깊은 고

정관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젠

더 가치관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정형화된 선택지를 벗어나는 것은 모험적

이고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통념의 

극단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의가 없거나 상식을 벗어

나는 사람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국 사회는 공적 행사가 빈번한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며, 이로 인해 옷

차림을 통한 예의와 규범이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만족적인 취향 추구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 면접자들 대부분은 의복이 자신을 표현

하고 정체성을 모색하는 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개성과 취

향을 추구하는 것이 화려한 패션 스타일을 통해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보다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미적 가치와 취향을 추구

하는 것에 가깝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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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패션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그래

서 남이 뭘 하는데 이해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주얼리 브랜드 운영, 34세, 남성, 이재준) 

 

다른 사람들한테 옷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입는 것뿐이에요.  

(패션 에디터, 30세, 여성, 김노을) 

 

    대부분의 20대, 30대 남성 및 여성들은 일관된 패션 스타일과 취향

을 즐기기 보다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향유하고 취미 또한 여러 종류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길게 했을 때 1년, 2년하고 발레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화장

품은 자주 구입하는 편인데 특히 신상품, 핫한 제품에 관심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써본 편이에요.  

(교사, 29세, 여성, 김선희) 

 

취향이 잡학다식한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가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해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뭐 막 꾸준하게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거 저거 해보는 거 같아요. 

(패션 연구원, 34세, 여성, 박수형) 

 

취향은..근데 저는 취향이 확고한 거는 아니고 어떤 확고한 스타일을 추구하

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거를 시도해보고, 이것 저것 쇼핑도 많이 해보

고 교환학생 가서도 많은 것도 보고 그래서 이것 저것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 거에 가까워요. 

(멀티샵 브랜드 MD, 31세, 남성, 최현진) 

 

    일부 면접자들은 다양한 미적 취향과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패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복과 여

성복 디자인을 구분하는 특정 실루엣과 컬러, 패턴, 아이템을 벗어나 젠

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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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 여성복 매장 구분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상관없는 섹션

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구분이 없어지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같거

든요.  

(의류학과 대학원생, 28세, 여성, 김소라) 

 

여자 옷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거든요. 매장에서 ‘아 예쁘

네’, 하고 가서 보면 여성복인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컬러나 패턴, 특히 

파스텔 계열 컬러가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남성복 코너 가면 그 

컬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디자인 작가, 31세, 남성, 최준희) 

 

    한국사회는 최근 20, 30년간 급격한 문화적 성장과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소비문화, 취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에 비해 전통적이거나 정형화된 삶의 기준 외에 비주류적인 취향 및 

패션 스타일, 취미를 깊이 있게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또한 많은 

면접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획일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를 경험하면서 의복이나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고민하여 드

러내기보다 다양한 미적 취향을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자기만족적으로 다양한 취향을 경험

하고자 하는 미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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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는 한국 

패션에 대해 젠더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고, 한

국 현대 패션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또한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및 군사문화 등 압축적인 

근대화 경험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급격한 젠더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 한국의 젠더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 남성 및 여성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문헌적 고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젠더 관련 패션 담론과 젠더 가치

관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젠더의 특수

성을 도출하여 한국 근현대 복식사를 고찰하였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으

로 상황에 따른 이중적 구도와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개화기 이후 국가주의적 젠더 정치 하에 남

성 및 여성 복식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았으며 한국전쟁 이후 국가

의 통제를 벗어나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을 살펴보고자 최근 20, 30년간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20대, 30대 

남성 11명, 여성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 30년간 남성 및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많이 허

물어졌으나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소득을, 여성이 출산 및 육아에 대

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할 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뿐 아니라 인성 및 품격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다양한 젠더 가치관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상이하

여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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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젠더 가치관을 수용하는 경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이미

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젠더 가

치관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확고하여 타인의 평가 및 사회적 규범에 개의치 않았으며 편안한 스타일

을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타인과 유사하지 않은 새

로운 취향 및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

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은 남성 및 여성의 성격, 행동, 역

할 및 능력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의 사회문화

적 변화로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가치관이 개인을 평가하는 윤리적 규범으

로 인식되어 오면서 패션이 단순히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

단일 뿐 아니라 예의와 규범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가치관이 공존하고 개인의 성향과 취

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미적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만족적인 태도가 확산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향과 패

션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한국 근현대 복식사는 근대화 혹은 서구화라는 단

편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젠더의 특수성을 통해 한국 

복식사를 고찰한 결과, 한국 현대 패션은 옷차림을 통한 예의와 격식 등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한 한편, 유희적 측면에서 다

양한 취향과 패션 스타일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문화적 특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범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새로운 취

향을 경험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의 이중적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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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 및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 기존과 같이 

성별이나 연령을 토대로 한 정량적 소비자 분석 및 세분화 방식은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면접자들은 직업활동이 중심이 되는 옷

차림과 취미 및 사적 친분활동 시 옷차림을 구분하여 패션 스타일을 추

구하기도 하였으며, 정형화된 남성 및 여성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특성 및 브랜드 컨셉에 지루함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패션 브랜

드에서는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 취미 활동 및 취향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브랜드 컨셉, 새로운 매장 구성을 통한 패션 경험 등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성적 측면에서 분석, 반영할 수 있는 시도가 요구

된다.   

    본 연구는 젠더학 및 사회학, 의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울러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20대, 30대의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젠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젠더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적 패션 정체

성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고 실무적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제안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를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22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연구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 남성 및 여성의 상이한 문화적 경험을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 역시 남성 및 여성을 구분하였으나 성별 특수성을 고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0대를 포함해 20대~50대 연령 전반을 아우르

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를 활용한 후속 연구와 한국 

남성 및 여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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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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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Modern Fashion and 

Gender Value 

 

Ye Eun Huh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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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in which capitalism and individualism was 

prevalent, gender has become a sort of value that constitutes self-

consciousness and identity of people. Gender is also political in that 

it reveals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reflecting 

unequal power relations and ideological aspects of a society. The 

meaning of gender has been expressed on modern fashion and this 

is the reason why gender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study of 

fashion culture.  

    Korea’s modern fashion has been understood as modernization 

or westernization in spite of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 

compared to wester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ultural insight of Korean modern fashion newly by using a 

gender category. From the literature review, revealed was the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 Also derived from in-depth 

interviews were better understanding of consumer and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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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fashion brands.   

    The first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 is a dual structure 

that the hierarchy of men and women in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chang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second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 is a complicated structure that various gender 

values coexist due to rapid societal change.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Korea’s fashion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gender values. Since 19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gulated the gender role of men and 

women while the dress code policy was differently applied under 

strict social control. However, as the gender value changed after 

open-door policy of commerce and business in 1970s, various 

fashion style has appear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bov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11 men and 11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order to examine their gender 

perception.  

    Firstly, as a result of examining gender perception of 22 people, 

specific perception toward traditional gender value and 3 types of 

attitude were derived. Although stereotypes of male and female 

gender roles have been changed for the past 20, or 30 years, the 

traditional gender value that consider men as a head of household 

and women a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seems to remain strong. 

Also, it was revealed that people tend to evaluate the personality, 

behavior, and ability of men and women based on traditional gender 

value and stereotype. Traditional gender value in Korean society is 

not only a mean of expressing sexual identity but also criteria of an 

ethical norm. However, 3 types of attitude toward traditional gender 

value such as a type accepting traditional gender value, one feeling 

no need to pursue gender value and one rejecting traditional gender 

value reflects that the importance of gender value has been 

weakened recently.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ion betwee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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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nd preference for fashion style, it was revealed that the 

attitude toward gender value had some influence on fashion style. In 

pursuit of fashion style, social image was most important for people 

who were accepting traditional gender values as they preferred to 

obey social norm and rules. For the case of people who felt no need 

to pursue gender value and rather adhered to self-centered value, 

comport fashion style was favored as they didn’t care about other 

people’s evaluation and social norms. Lastly, fashion trend and 

personal taste was most important for people who tended to reject 

traditional gender value.  

    Lastly, based on data analysis abov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fashion were derived. As gender values in the 

Korean society have been recognized as ethical norms for 

recognizing and evaluating individuals, it has been found that fashion 

was not only a means of expressing their own tastes and identitie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courtesy and norms. 

However, a variety of gender values coexist and a culture that 

respects individual tendencies, preferences and autonomous choices 

has become wide spread. It is revealed that aesthetic attitude 

prioritizing own satisfaction is also considered as important as 

gender value.  

    Based on research findings above, academic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s for fashion brands are as follows. Academically, 

Korean modern fashion has been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modernization or westernization. However,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using gender category, it was revealed that Korean 

modern fashion has a dual cultural characteristic emphasizing 

normative values such as courtesy and formality through attire, 

while experiencing a variety of tastes and fashion styles. Based on 

the du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fashion, which 

emphasizes normative values and experiences diverse trendy 

fashion styles at the same time, quantitative consumer analy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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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tion methods are thought to be limited.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fashion brands that analyze the desire of consumers 

qualitatively and reflect the needs for fashion experience through 

new store structure, practical design and brand concept and so 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ender 

and modern fashion in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the specificity of Korean gender valu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conducive to future research on 

fashion culture study trying new interpretation of Korean fashion. 

 

 

Keywords: gender, gender and fashion, Korean gender value, Korean 

fashion 

Student Number: 2013-234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젠더와 패션에 대한 사적 고찰 
	제 1 절 성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과 젠더의 의미 차이 
	2. 젠더의 활용 

	제 2 절 서구의 젠더와 패션 
	1. 서구의 젠더 가치관 
	2. 젠더와 패션에 대한 담론 

	제 3 절 한국의 젠더와 복식 
	1. 한국 젠더의 특수성 
	2. 한국 젠더 가치관과 복식 


	제 3 장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제 1 절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 
	1. 성별 젠더 가치관 
	2.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 

	제 2 절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종합적 논의 
	1.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2.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젠더와 패션에 대한 사적 고찰  9
 제 1 절 성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1. 성과 젠더의 의미 차이  9
  2. 젠더의 활용  13
 제 2 절 서구의 젠더와 패션  15
  1. 서구의 젠더 가치관  15
  2. 젠더와 패션에 대한 담론  20
 제 3 절 한국의 젠더와 복식  28
  1. 한국 젠더의 특수성  28
  2. 한국 젠더 가치관과 복식  37
제 3 장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50
 제 1 절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인식  50
  1. 성별 젠더 가치관  50
  2. 젠더 가치관에 따른 패션  63
 제 2 절 한국의 젠더와 패션에 대한 종합적 논의  75
  1. 한국 젠더 가치관의 특징  75
  2. 젠더를 통해 본 한국 패션  80
제 4 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부록 98
Abstract  9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