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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젠더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과거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하던 젠더의 의미는 확장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양성의 평등과 젠더 이분법적 관념을 해체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패션 분야에서도 나타나 젠더리스 트렌드의 부상으로 

이어졌으며 패션을 통한 다양한 젠더 및 젠더리스 표현은 주목받고 있다. 

젠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주류 이성애 규범과 

구별된 젠더정체성을 가지는 성소수자 존재의 가시화에 영향을 끼쳤다. 

국내에서 1990 년대 이후 성소수자 담론이 본격화된 이래 2018 년 현재 

성소수자 담론은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 뿐 

아니라 문화와 컨텐츠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관련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복식이 역할함에 따라 한국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복식을 통해 어떻게 젠더정체성을 표현하는지 주목하고자 하였다. 일상적 

상황 속에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과 성소수자 문화 내적인 규범이 암묵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성소수자가 복식을 활용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규범이 작용하는 

양상을 확인하며 이에 내재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른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1970 년대 이후의 젠더정체성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복식과 관련한 규범과 성소수자와 관련한 복식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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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고찰하였다.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가변적이고 권력의 효과로 

나타나는 젠더는 고정된 본질이 없이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로 파악된다. 따라서 젠더 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복식을 

착용자의 복식 행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소수자의 복식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증적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 방식에 있어서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한 태도는 순응, 개성과 타협, 비순응, 이탈로 

구분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성소수자는 규범에 대한 태도에 따라 

패션스타일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신의 지정 성별을 

수용하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집단과 지정 성별에 대해 거부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은 대개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순응하며, 

자신의 개성과 취향,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복식을 활용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규범에 비순응적 태도를 취하며 중립적인 젠더 이미지로 

보여지도록 패션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이나 여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젠더 표현을 위한 것이거나 고착화된 성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상황에 따라 개성과 타협하거나 규범에 비순응적 

태도를 취했던 한 연구참여자는 관습적으로 형성된 젠더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복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규범으로부터 인식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되는 복식과 관련한 규범이 

존재한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문화 내에서 규범화된 신체 표현과 신체형에 

알맞은 복식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암묵적으로 규범화된 외적 표현을 통해 부치와 팸으로서의 정체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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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젠더를 복식으로 표현할 때 

젠더화된 복식 규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패션스타일이 사회적 시선에 

의해 규범에 부적절하거나 의도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혼란을 

경험한다. 이들은 단일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복식과 관련한 규범은 부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며,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상징하는 악세서리 등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소통한다.  

즉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서 복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문화 

내적으로 형성된 규범 모두로부터 영향받는다. 복식의 의미는 규범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성소수자는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범주의 

다양화, 독립된 문화 형성,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경험함으로 규범에 

의해 용인되거나 도전적인 복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규범은 끊임없이 

재의미화의 과정을 거치며 복식은 사회와 문화 안에서 자아와 젠더의 표현,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한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일상적 상황에서 패션스타일 활용방식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패션의 가능성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일상 생활에서 복식을 활용할 

때에 경험하는 고민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제품의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집단 간, 세대 간에 보여지는 세분화된 특징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참여함으로, ‘벽장’에 속한 참여자를 다수 포함하지 못함으로 폭넓은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서 보다 

세분화된 각 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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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패션

스타일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에 의해 영향 받으며 복식에서의 규범

은 사회에 내재하여 개인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성(sex, 性)과 젠더(gender)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젠더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으로,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며, 생물학적 성과 달리 고정되지 않으며 의미가 변화한다. 따

라서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개별 주체가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 역

할로,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출생 이후 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가변적

인 정체성이다. 과거 단순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하던 젠더의 의미는 확

장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구분짓고 생물학적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런 경

향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용할 수 있다는 유니섹스 

모드를 넘어 젠더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젠더리스 패션도 주목받고 있다. 젠더

리스를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 패션 분야의 주

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패션의 역할에 주목하고,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gender 

minority)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는 주류 이성애 규범에서 벗어나 젠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부정적 시선을 받으며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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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온 경향이 있다. 1970 년대 이후 발생한 페미니즘 운동, 동성애자 권리운

동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다. 성소수자의 범주는 동성애자에

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범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남

성과 여성이 아닌 제 3 의 성, 또는 성이 없거나 일부만 지각하는 유동적인 

젠더를 가지는 젠더 퀴어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0 년대 이후에 성소수자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 담론 초기에 성소수자는 비가시적이며 낙인 찍힌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으며, 대중매체에서 성소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며 

독특하거나 이상한, 혹은 불행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성적 행위가 이들을 대표하는 속성이 되어 동성애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개

인의 개성은 주변부의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점차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

가 형성되었으며,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를 중심 혹은 주변 소재로 다루는 경

향이 커지게 되었다.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젠더 감수성과 관

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

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컨텐츠 크리에

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던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정체

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키

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더욱 다양해진 성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공존, 그리고 

새로운 젠더정체성이 등장할 수 있는 암시적인 가능성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젠더 이분법의 해체와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활발한 논의, 남성성과 여

성성의 고착화된 이미지의 거부, 패션을 개인의 젠더정체성 표현으로 받아들



 3   

 

이는 패션 트렌드 등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의 패션스

타일은 주류 규범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을 가지며, 상징적 아이템을 통해 

젠더정체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특정한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집단으로

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의 사례를 답습한 결과로, 국내에서 미

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일부 성소수자의 젠더 표현이 일반화되어, 성소수자 개

인의 속성에 주목하기보다 일반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적 특성에 주목하

도록 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들의 패션스타일은 동성애자

의 패션스타일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영화, 잡지, 

TV 프로그램 등에서 재현된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소수자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섹슈얼리티 

표현의 다양성과 그 독창적 이미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나, 연구 

대상인 매체가 해외의 것에 치중된 점, 미디어에 표현된 이미지일 뿐 실제 성

소수자의 사례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

내에서 진행된 성소수자에 관련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이들이 삶 속에서 경험

하는 스트레스와 낙인,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또

한 패션과 관련한 연구도 단일 유형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의복에 

대한 선호와 구매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며, 심층적 차원에서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젠더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강조되는 현대적 양상을 반영하며 세분화된 집단

의 젠더 표현 수단으로써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 성소수자, 그 중에서도 게이와 여성 동성애자를 칭하는 레즈비

언의 이미지를 표방하는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패션 사진, 영화, 공연의 

캐릭터 등 매체에서 재현되고 있는 젠더정체성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Jeong & Choy, 2006; 염혜정, 김초롱, 2011; 이민선, 김민자, 2012; 박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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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혁, 2013; 권하진, 2015 등).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미디어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젠더정체성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양상에 대해 일관되거나 편중된 시각을 전

달할 수 있다. 실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연구 중 전경숙, 이기향, 최진영 

(2000)의 연구에서는 서울 이태원 지역의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질문지 및 

면접법을 실행하여 그들의 선호 의복 스타일 규명, 의복 구매 행동, 의복의 

집단 상징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내에서 실

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나, 연구 참여자

의 모집이 국지적이고, 성소수자 집단을 하위문화 집단으로 정체화하고 있으

며 이들의 의복 선호 및 구매 행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한계점을 지닌다. Lee & Lee(2016)는 한국의 게이 남성 6 명을 대상으

로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패션스타일은 어떻게 나타

나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나, 다양한 유형의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Lee & Lee(2016)은 한국의 게이 남성이 처할 수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응하는 개인의 패션스타일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게이 남성들은 장자의 역할에 따른 부담, 군대에 

가야 하는 부담, 종교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주말에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만나는 등 이중적 삶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 젠더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을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신이 이성애 남성과 다르지 않다

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게이에 대한 시선이 관대해지

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을 겪는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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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자, 게이, 트렌스젠더 126 명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한 민재

옥(2016)은 낙인 척도를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낙인, 성적 낙인이 이들의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성소수자의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에 관한 다른 연구들 역시 소수자 관련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와 자아 존중감에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안 및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강병철, 2011; 김은

경, 권정혜, 2004).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분화된 젠더 이데올로

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젠더화된 규범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양적, 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내 성소수자 담론 확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꼽은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성소수자가 등장함으로써 촉발된 성소수자 담론이 

미디어를 통해 지목된 특정 인물들을 이성애규범성 속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관용의 대상으로 통제하며 관련된 의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탈정치화한다고 보았다(박지훈, 이진, 2013).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성소수자 담론의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다양한 갈등과 억압을 짐작하게 

하며, 이에 따라 성소수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단이 되는 패

션 활용에 있어서도 이성애자와 구별되는 고민의 지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었다.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동성애자 패션스타일로 대

표되는 성소수자의 패션이 일정하면서도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 규범을 띠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패션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이 일부 게이 

게토(gay ghetto)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패션스타일이 하

위문화집단을 넘어 주류 패션으로 유입되는 양상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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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고 젠더정체성의 범주화된 테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표현 도

구로서의 패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하위문화 집단이라고 여겨졌던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 제기되며,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제도적 

변화는 현대 패션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성소수자 집단을 의미 있는 패션 집

단으로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장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식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 집단이 패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

떻게 표현하고 복식 행동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 특수한 집단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이 이전 세대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 시대

의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젠더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패션의 활용 방법과 양상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젠더정체성을 바라

보는 관점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복식

을 통해 전달되는 젠더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

한 관점의 젠더 정체성 담론을 고찰하였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성과 젠

더를 다루는 연구들은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시

각에서 벗어나 구성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담론이다. 이

러한 관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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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이해하기에 유의미한 관점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을 둘러싼 패션스타일 표현을 이해하고자 복식과 관련한 규범 및 젠더 

규범을 고찰하고,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복식문화에 대해 문헌을 통

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각 상황에서 암

묵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의 활용 방

식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 년대 이후 젠더정체성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복식에 관련한 일반적 규범과 젠더 규범, 성소수

자의 복식문화를 사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활용 양상을 관습적 

젠더 규범과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그 특

성을 규명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과 젠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성소수자라는 집단에 주목함으로

써 복식의 표현에 있어 다양해진 젠더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자

기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패션을 이해하는 관점을 확장하는 데 학문적 의

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발현되는 젠더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가 패션스타일을 소비하고 표현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패션산업에 있어 소비자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젠더 표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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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는 패션 상품을 기획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산업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연구

를 통해 구성적 젠더의 개념을 주장하는 1970 년대 이후의 후기구조주의적 

담론을 고찰하며, 복식과 관련한 일반적 규범과 젠더 규범, 성소수자의 복식

문화에 관한 사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1970 년대 이후의 Michel Foucault 와 Judith Butler 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젠더 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권력의 효과로 나타나는 섹슈얼

리티와 젠더를 주장하며, 가변적이고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젠더정체성의 구성 방식을 설명하기에 적

합하다. 또한 복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규범과 젠더 규범, 성소수자 문화

의 복식 관련 문화에 대해 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주

류 이성애 규범에 속하지 않는 성소수자가 일상적 상황에서 패션스타일을 활

용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규범, 혹은 문화 내에서 규범화된 외

모 표현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가지는 성소수자의 패션 활용 방

식은 선행연구의 것과 구별되는 지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연구 방법은 문화기술지의 한 갈래인 부분적 

문화기술지(focused ethnography)이다. 질적 연구는 통제된 조건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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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계를 기반으로 현상의 단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접근 방식으로, 한정된 연구참여자와 참여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

경과 경험에 접근함으로써 현상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

이다(Crewsell, 2005).  

문화기술지는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기술지는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을 진행하며, 구성원들과 1:1 면접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행

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하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는 것, 말

하는 것,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인공물과 물리적 흔적의 증거들을 모아 그와 관

련한 의미를 찾으며 문화적 주제를 밝혀낸다.  

부분적 문화기술지는 전통적 문화기술지에서 파생된 연구방법으로 1950

년대 미국의 인류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부분적 문화기술지는 동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문화 체계 내 차이점에 주목하여, 특정 사회집단

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Knoblauch, 2005). 

이는 개방적 구조에서 문화 내에 참여관찰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는 전통적인 거시적 문화기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연구자는 

문화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관찰자이자 연구자로서 자료와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한 분석에 집중한다. 부분적 문화기술지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중심

으로 오늘날 간호학 연구 분야 및 이민자의 삶을 연구하는 데에 다수 적용되

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부분적 문화기술지가 적용된 사례로는 간호학 분야

에서 한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과 경험을 둘러싼 문화의 양상을 맥락적

으로 살펴본 김주희(2015)의 연구와 패션 분야에서 유자녀 직장 여성의 자

녀 관련 상황과 이에 따른 패션스타일의 활용을 분석한 김고운(2018)의 연

구가 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 문화기술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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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패션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성적으로 소수성을 띠는 구별되

는 젠더정체성을 갖고 독립된 문화를 공유하는 특정한 집단의 복식문화를 연

구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집단을 형성하며, 가치를 공유하

고 그 코드를 복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며 집단의 특성을 암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복식문화 

중에서도 젠더정체성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성소수자 문화집단의 복식 

활용 방식은 부분적 문화기술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통해, 

집단 외부에서 요구하는 규범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외모 표현과 

관련한 규범에 대응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복식의 활용 방식을 밝힘으로써 

성소수자 집단의 일상적 복식 활용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성소수자의 복

식문화에 연구자가 일부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상자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복식 활용을 통한 정체성의 표현과 이에 상호작용하

는 내적, 외적 요인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성소수자가 스스로

의 정체성 수용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성소

수자 집단의 특성을 일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연구 범위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의 20-40 대 성소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성소수자에 관련한 담론은 1990 년대 이후 본

격화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 시기의 사회 변화를 경험한 세대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18 년 현재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젠더퀴어의 양상을 반영하여 1999 년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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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에서 10 대 연령대를 배제한 것은 성과 젠더에 관련한 정체성의 확

립이 성인기에 대개 이루어짐을 참고로 하였다. 윤가현(1997)에 의하면 관련

한 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성소수자가 동성에 대한 끌림 등 성적지

향과 관련한 감정을 인식하는 시기는 12-16 세에 걸쳐 나타나며, 성수소자임

을 수용하는 시기는 19-23 세 이다(이호림, 2015). 

연구참여자 모집으 목적적 표본추출 전략(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연구자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목적적 표본추출을 선행하였으며, 한정되고 비가시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적 

특성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이자 성소수자가 커뮤니티를 구성

하는 주요한 수단인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된(IRB No. 1810/003-002)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재하고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문화 

내부적인 표본추출(within-culture sampling)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지인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병행하였다. 모집 대상이 되는 성소수

자의 범주로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

스젠더(Transgender), 젠더퀴어(Genderqueer)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영문 

약자로는 LGBTQ 로 표기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연구 참여자와 1 대 1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2018년 10월 5일

부터 2018 년 11 월 30 일까지 이다.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는 모든 연구참

여자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에 연구의 내

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하였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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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메모를 작성하여 녹음 

자료로부터 놓칠 수 있는 시각적 자료 및 추가 정보를 기록하였다. 자료분석

에 앞서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면접 과정에서 시각 자료 

수집 항목에 동의한 연구참여자에 한하여 평상시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의복과 

그에 대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어휘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에 

참고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반복된 부호화(coding)를 통한 영역 및 분류부호

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Saldaña, 2009/2012). 전사 자료를 여러 차례 읽

으며 의미단위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각 영역을 구성하는 총괄 용어(cover 

term)을 발견하였으며, 하위 범주에 속하는 포함 용어(included term)를 발

견하였다. 포함 용어들은 참여자들의 진술 속에서 발견되는 대중 용어(folk 

term)로, 용어들의 지시적 의미와 그 용어가 문화 내에서 갖는 의미를 발견

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범주의 용어를 포함시키는 영역 내 분석 및 영역 간 

분석을 통해 의미론적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적 주제를 발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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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젠더와 복식 규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젠더 

 

본 절에서는 성과 젠더에 관한 후기구조주의적 논의에 관해 고찰하였다. 

구성적 성과 젠더 개념의 확장에 영향을 끼친 후기구조주의자 Foucault는 권

력의 장치로서 작동하는 섹슈얼리티를 밝히고자 했으며 권력의 효과로 구성

되는 주체로서의 몸을 주장한다. Butler 는 이에 이어서 수행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 임시적으로 결성되는 구성적 정체성을 통해 젠더정체성의 형성 방식을 

설명한다. 현대의 다양한 젠더정체성의 구성은 동성애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

발하며, 이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다수 지배문화의 위치에 있는 

이성애주의 가운데 뚜렷한 구별점을 드러내는 속성이므로 반드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Foucault 와 Butler 의 이론을 중심으로 젠더정체성의 

구성 방식을 탐구하여 다양한 젠더정체성이 구축되고 해체되는 양상을 밝히

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1. Michael Foucault의 권력이 작용하는 몸 

 

정체성이나 성의 구분이 자연적, 고정적이며 생래적(生來的)인 본질에 기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적 시각과 달리 후기구조주의에서는 본질적

인 것으로 여겨졌던 개념이 사실은 원본적이지 않으며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최근의 퀴어 이론에 등장하는 논의

들 중에서도 후기구조주의적 작업으로 분류되는 프랑스의 사상가 Michael 

Foucault 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주장은 레즈비언/게이의 정체성을 설명

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권력의 작용 지점으로서 몸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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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되며 권력은 섹슈얼리티에도 작용하여 개인의 성

적 경험을 규제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Foucault 의 탐

구는 몸의 정치학을 가동시키는 섹슈얼리티는 담론의 효과이며, 따라서 본질

적으로 부여된 남녀의 특질은 부재하고 젠더의 구분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

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쳤다. 

 

1) 몸과 권력 

 

Foucault 는 주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고 파악하며, 인간은 지식과 권

력, 윤리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아 주체로 변형시킨다고 주장했다. 

Foucault가 주목했던 것은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주체의 개념이 아니라 세 가

지 영역에서 주체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방식으로, 지식의 영역에서는 고고

학을 통해, 권력과 윤리의 영역에서는 계보학을 통해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권력과 윤리의 계보학적 탐구에서 Foucault 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

로 권력관계를 행사하는 동시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주체를 형성하는가, 그리

고 행위의 도덕적 주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

였다(강미라, 2008).  

계보학이란 1970 년경 Foucault 가 제기한 방법론으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재구성한 방법론이다(Butler, 1990/2008). 계보학적 연구에서는 

역사적 전개 속에서 근본적인 개념이나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과 담론, 

대상의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한다. Foucault 는 주체라는 개념 자체

를 없앰으로 역사 속에서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

운 분석 틀이자 방법론으로 계보학을 제시하였다(강미라, 2008). Foucault 는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담론들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층에 대한 

기술과 그 지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힘들의 역학 관계를 통해 담론의 변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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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변환의 동력이 권력이라고 보았다(강미라, 

2008). 

권력은 담론의 변환 동력으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개별 주체에게도 미

시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개인의 정체성 구성 과정에 작용한다. 담론 이론

에서 주체는 자기의식을 소유하고 전략적 실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

의 구성을 위해 판타지에 의지해야 하고 모든 실천에 무의식적 구조의 틀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행위자이자 대리인, 담지자(agent)에 불과하다. 담론 이론

가들은 한 행위자를 둘러싸고 교차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이들이 부여하는 때

로는 모순적인 주체의 위치들을 상정함으로써 행위자를 비일관적이고 비본질

적인 주체로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배은경, 2004). 

Foucault 는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서 특수한 형태의 

감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 감시 메커니즘은 파놉티시즘(panopticism)인

데, 특수한 공간 조직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감시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

으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관찰자의 원리에 의해 감ㅅ된다. 죄수들은 개개인

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몸에 특별한 방식의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받으며 

규율은 권력이 되어 개인에게 작용하고, 주체를 형성한다. 규율은 개인을 훈

련시키고 작용 결과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며, 이 때 몸에 작용하는 권력은 무

형의 존재로 개인은 권력이라는 내재된 체계 안에서 사회의 제도와 규율에 

입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몸 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Foucault 에게 있어 몸

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권력의 작용 지점이다(강미라, 2008). 

 

2) 몸과 섹슈얼리티에 작용하는 권력의 다형적 기술 

 

Foucault 는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 1: 지식의 의지』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하여 인간의 몸이 지식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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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는 17 세기 이후 서구 사회와 문화에서 억압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에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성생활을 비롯한 성적 표현은 부부중심의 성생활만

이 허락되었으며 진실로 여겨졌다. 부부 중심의 가족과 생식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으로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는 성에 관한 일체의 표현이 금기시되었으

며 유곽이나 요양원에서는 암암리에 성적 표현이나 행위가 허용되었다.  

Foucault 는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역사적 서술의 과정에서 성의 억압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물음으로 “왜 우리가 억압받는가”의 문제보다 

“왜 우리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그토록 커다란 열

정과 강렬한 원한을 품고서 스스로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가” (Foucault, 

1976/2011)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성의 억압이 실재하는가의 여부와 더

불어 성의 억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왔는가 또 이러한 의

문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권력 매커니즘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인가 또는 억압과 동일한 역사적인 맥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Foucault 는 이러한 의혹의 목적이 인간의 성생활에 관한 담론을 

뒷받침하려는 권력-지식-쾌락 체제의 작동과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라

고 말하며, 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담론현상과 담론화를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Foucault 는 성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에 침투하여 일상의 쾌락을 통제

하고, 나아가 새로운 담론을 양산하는 ‘ 권력의 다형적(多形的) 기술 ’ 

(Foucault, 1976/2011)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중세 시기에 대외적으로 억압되었던 성의 담론이 기독교적 고해성사를 

중심으로 단일한 담론이 형성되었다면, 최근 몇 세기 동안은 비교적 근대적인 

사회학, 과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와 조직에서 사회적, 제도적 메커니즘

과 관련한 성 담론이 생성되었다. 이는 성이 더 이상 엄폐되지 않았으며 담론

의 존재에 얽매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Foucault, 1976/2011). 개인적 성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관한 관심은 성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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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권력과 결부되어 있으며, 기독교적 고해성사에서 드러난 성 담론은 성

이 개인의 진실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황정미, 1998). 이처

럼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진리의 체계와 권력관계 속에 위치된 성은 

‘성생활의 장치(apparatus of sexuality)’를 통해 작동한다. 성생활의 장치

는 경기(景氣)처럼 유동적이고 다형적인 권력의 기술에 따라 작동하며, 담론

이나 제도, 법칙, 과학적 담론 및 철학적, 도덕적 명제 등 전혀 이질적인 것들

로 구성된 복합체이며, 성과 관련된 특정 관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 시키고 

혹은 새로운 합리성의 영역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시점에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구조가 형성되어 그 

시대 가장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치로써 기능한다(황정미, 1998).  

Foucault 는 성생활의 장치들이 반드시 권력의 억압 기제에 의해서 기능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실제로는 ‘금지’의 효과보다도 복잡하고 더 

실증적인 성의 ‘기술’이 엄존하는 것이 역사 분석에서 드러났다고 말한다. 

Foucault 는 권력이 무엇인지 보다는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권력은 첫째, 소유하거나 빼앗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무수한 지

점으로부터, 불평등하고 유동적인 관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사된다. 둘째, 

권력관계는 경제 과정, 지인 관계, 육체 관계와 같은 다른 유형의 관계에 대

해 외재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관계에 내재하며 거기에

서 생겨나는 분할, 불평등, 불균형의 직접적 결과이다. 셋째, 권력은 아래로부

터 나온다. 즉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는 이항적 대립으로부터 기원하기보다

는 오히려 생산기구, 가족, 제한된 집단,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용하는 다양

한 세력관계가 모든 지점에서 얽혀 있으며 각 지점에서 재배치, 정렬, 균질화, 

계열별 조정, 집중화를 실행하기도 한다. 즉 권력은 모든 곳으로부터 오며, 유

동적인 관계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작용한다(강미라, 2008). 넷째, 권력관계는 

의도적인 동시에 주관적이지 않다. 일련의 목표나 목적 없이 행사되는 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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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동시에 이것은 권력이 개별 주체의 선택이나 결정에서 유래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통치자도 권력망 전체를 관리하지는 못하며, 권

력의 합리성은 연쇄된 관계에서 서로 불러들이고 확산되고 다른 곳에서 지지

(支持)와 조건을 찾아냄으로써 전반적 장치를 드러내는 전술의 합리성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은 저항을 수반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대해 결코 

외부에 놓여 있지 않다. 권력관계는 다수의 저항 지점에 따라서만 존재할 수 

있고 저항지점은 권력관계에서 반대자, 표적, 버팀목, 공략해야 할 돌출부의 

구실을 한다. 이 저항은 반드시 반항, 반란, 순수한 혁명과 같이 일반적 법칙

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Foucault 에 따르면 가능한 저항, 필요한 저항, 우발

적 저항, 합의된 저항, 화해가 불가능한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저항 상황을 

동반한다.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이후 주체화(subjectivation)의 문제가 등

장하면서 주체는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

한 모든 성찰이 집중될 수 있는 핵심적 주제로 떠오른다. 인간의 태도는 경험

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매김되며, 이 경험은 경험이 이루어지는 세계와 경험을 

하는 주체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개념이다. Foucault 에게 있어 주체란 설명

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Foucault 의 논의 대상은 주체화

의 과정들이지 주체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다.  

Foucault 논증의 핵심적 특징은 섹슈얼리티가 인간 삶의 자연적 특징이

나 사실이 아니라 구성된 범주라는 것이다. 생물학적 기원보다는 역사적‧사회

적‧문화적 기원 하에서 다원적으로 형성되는 성 유형들간의 형태를 포착하고 

분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Spargo, 1999; 최경희, 김민자, 2007). 섹슈얼리

티에 관한 Foucault 의 탐구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지니는 섹

슈얼리티가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특질로서 설명할 수 없음을 밝히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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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퀴어 연구에 영

향을 미쳤다. 

 

2. Judith Butler의 수행적 젠더와 젠더 허물기 

 

Butler 는 몸이 담론의 효과로서 구성된다는 Foucault 의 주장을 잇는 후

기구조주의자로서, 구성적 젠더 개념과 주체의 정체화 과정을 수행적 행위의 

반복 개념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론가이다. 젠더에 관한 Butler 의 논

의는 전기 논의와 후기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젠더 계보학 

 

Butler 의 젠더 논의에 관한 시작은 성과 젠더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

는 데서 시작한다. Butler 는 몸과 섹슈얼리티가 담론적으로 생산된다는 

Foucault의 주장에 동의하며 젠더 또한 권력과 구조의 효과로서 구성되는 개

념이라고 하였다. Butler 는 젠더가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젠더

의 특질을 모방한 것일 뿐 원본은 없으며, 젠더가 권력의 효과이자 규제적 이

상, 담론적 생산물로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연스

럽다고 여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되는 성의 개념과 그 위에 구성되는 젠

더 개념은 젠더가 성을 모방하는 관계이며, 이에 따라 젠더는 성을 반영하거

나 성의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젠더가 

이미 모방본이므로 모방의 대상인 성 또한 이미 원본일 수 없으며, 그런 의미

에서 생물학적 성이나 섹슈얼리티도 젠더이다. 모든 것은 법과 권력과 담론의 

이차적 구성물이며,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 성과 젠더, 섹슈얼리티는 구분되

지 않는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Butler, 1990/2008).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여

성적이거나 남성적인 것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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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하는 것도 아니다. Butler 는 우리가 자연스럽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의 구분과 그러한 성에 기반하여 이해되

고 있는 남녀의 특질이 문화적 생산물이며, 이성애중심주의와 지배문화을 유

지시키는 권력이 이분법적 성과 그 위에 형성되는 젠더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계보학을 통해 밝히고 있다. 

Butler 의 젠더 계보학은 당대의 사법구조가 생산하고 당연시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든 정체성을 비판하고 구성된 틀 안에서의 정체성의 범주에 대한 

비판의 논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Butler, 1990/2008).  즉 Butler의 계

보학은 젠더가 어떻게 이성애를 특권화하는 규제적 구성물로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규범적 젠더 모델을 해체하는 것이 레즈비언과 게이의 주체 

위치를 정당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Butler 는 동성에 대한 성적 욕

망을 자연발생적으로 만드는 대신, 젠더 자체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젠더정체성에 어떤 식으로든 복무하는 것은 동성애적 주체의 정당화를 궁극

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utler 에게 정체성의 본질이란 없으며, 

정체성은 Foucault 의 논의처럼 권력의 지배구조 하에서 담론의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Butler 는 특히 여성의 젠더정체성에 대해 비본질적이고 구

성주의적인 젠더정체성을 주장하며(조현순, 2001), 페미니즘의 여성 주체의 

젠더정체성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에 의문을 던

진다. Butler 는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으며, 젠더를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하다

(Butler, 1990/2008)고 말한다.  

 

2) 수행적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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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가 『젠더 트러블(1990/2008)』에서 보여주는 주체의 정체성 구

성 방식은 패러디적 정체성, 수행적 행위의 반복, 역설적 복종, 젠더 우울증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조현순, 2001). Butler 는 행위성을 강조함으

로 주체는 반복된 수행적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며 이 행위는 패러디

적이고, 복종적인 동시에 저항적이다. 

주체는 체제에 의해 규제되고 종속되어 있으므로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

라 형성되고 정의되고 재생산된다(Butler, 1990/2008). 체제는 주체에게 존

재조건을 제공하므로, 주체는 행위를 통해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미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개인은 체제에 복종하여 권력을 

유지시키는 일부로 작용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주체성을 형성한다. 이 복종은 

주체의 종속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체화의 장소를 약속하고 유지하면서 주체

를 세우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종속인 동시에 주체화가 되는 복종은 주체가 

규범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규범에 저항하기도 한다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주체는 당대의 규범을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 반복 속에

는 언제나 재발화의 가능성이 들어 있으며, 반복을 통해 삶의 수행적 재배치

가 일어나기 때문에 담론의 호명에 대한 주체의 복종이라는 수행 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체’ 그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지배 담론에 복종

해서 주체가 되지만 완전하게 포섭되지 않으며, 반복적인 주체 구성은 언제나 

새로운 의미화 가능성에 열려 있다. 역설적 복종을 통해서 생산된 주체는 완

전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완결된 어느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과정 중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복종은 이중적 의미화, 재의

미화의 가능성을 말한다(조현순, 2001). 

역설적 복종은 주체의 수행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행위는 또한 

패러디적이다. Butler 는 패러디의 개념에서 ‘모방’ 자체에 주목하여, 모방 

행위가 발생하는 순간 어떤 것도 원본과 모방본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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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모방본이 모방하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가지고 있을 것

으로 가정되는 이상적 자질들이므로, 원본 역시 파생본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를 인식할 때 패러디적 웃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젠더가 패러디적이라

면,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개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

라 당대 규제적 이상으로서, ‘원래’ 여자다운 것도, ‘원래’ 남자다운 것

도 없다(조현준, 2006). 이제 젠더는 자신이 모방하고 싶은 이상적인 젠더 특

질을 가장하며 임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래적이거나 원본적인 젠더는 

불가능해지고, 이 때 의미의 재구성, 재맥락화가 형성되고 부동성이 해체되며, 

내부와 외부의 개념이 흔들리고 유동성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권하진, 2015). 

따라서, Butler 의 젠더 패러디 개념은 모방하는 원본을 가정하지 않으며, 젠

더는 그 양식에 따라 스스로 형태를 갖추는, 원래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원본 

없는 모방본임을 밝힌다(Butler, 1990/2008).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한 방식은 타인의 속성을 자기 자신 안에 보

유하는 것이다. Butler 는 이를 심리학자 Sigmund Freud 의 우울증적 합체로 

설명하였다. Freud 는 상실된 애정의 대상에 대해 주체가 애도와 우울증의 두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우울증이란 주체가 애도의 대상을 동

일시하는 데 실패하고 이 실패가 애도자의 무의식에 남아 영원히 그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조현순, 2001). 즉 잃어버린 사랑했던 대상의 속

성을 자신 안에 보유함으로써 자아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감정적 유대의 상

실감을 버텨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랑을 소멸을 피하고, 타자의 속성을 끊

임없이 내면화함으로써 정체성의 새로운 구조를 이룬다(Butler, 1990/2008). 

Butler 는 이 우울증적 결합을 통해 젠더정체성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상실의 대상이 동성의 애정 대상이라면 규범에 의해 금기시된 욕망의 

양상과 욕망의 대상 모두가 금지되어 우울증의 내면화 전략을 통해 동일시함

으로써 자아의 내면에 보존하게 되며, 따라서 젠더정체성은 금기를 내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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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즉 젠더는 자기 안에 타자를 이미 품고 있다(조현준, 

2006). 상실된 불분명한 대상은 자아에 합체되어 환상적으로 보유되며, 몸의 

표면에서 나타난다. 남성성을 가진 여성이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 여성

성을 가진 남성이 남성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곧 우울증적 동일시로서, 

거부된 남성성과 여성성이 주체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다(조현순, 2001). 

복종과 저항, 우울증적 동일시, 패러디적 정체성의 구성은 주체의 행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행되므로 정체성을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Simone de Beauvoir 가 “여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에서 의미했던 것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요청 받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위의 주체, 즉 코기토(cogito)를 암시하고 있다(김애령, 

2010).  Beauvoir 에게 남자는 인간의 절대적 전형이자 보편성이지만 여성은 

타자(other)로 지목되는 남성의 부정태이다(Butler, 1990/2008). 반면 

Butler 에게 이성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담론의 기제일 뿐

이며, 여성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인 여성성, 모성,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규정

은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생산된 개념이다(권순정, 2013). Butler 는 젠더란 반

복된 몸의 양식화로서, 오랜 시간 본질의 외관과 자연스런 주체의 외관을 생

산하기 위해 응집된 대단히 단단한 규제적 틀 안에서 반복된 일련의 행위들

(Butler, 1990/2008)의 집합으로 보았다. 즉, 젠더란 반복을 통해 일시적인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이자, 몸이며, 담론적 규제로서, 주체의 동작, 걸음걸이 

등의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반복 각인한 규제적 지배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는 안정적인 주체를 두고 연극적으로 재현되는 ‘수행(performance)’과

는 구별되는 것으로, Butler 는 좀 더 탈 주체적인 의미에서 반복 과정을 의미

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을 사용하였다(조현준, 2001). 여기

서 주체는 자기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실존적 선택을 하는 행위 주체

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어의 의미가 고유하거나 본래적인 것이 아닌 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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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언어 행위에 달린 것처럼, 젠더 역시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래적인 젠더정체성은 없으며, 반복적

이고 인용적인 젠더 규범의 실천 행위를 통해 젠더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젠더는 수행하는 만큼만 실재한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젠더정체성이란 불가능하며, 주체의 수행적 과정 속에서 잠정적으

로 나타나는 ‘규제적 허구(regulatory fiction)’에 불과하다. 행위 뒤에 행

위자는 부재하고, 행위만이 행위자를 말해 줄 뿐이다(조현순, 2001; 조현준, 

2006). 

몸은 역사적 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되지만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을 보유한다. 이러한 내적 저항성 때문에 역사 속에서 행위의 의미

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의미는 지배 담론이 반복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행

위는 근본적으로 수행적이며, 반복적 행위가 구성한 몸 안에는 담론적 의미화

로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내적 저항성이 있다. 주체는 안정되거나 완전해질 

수 없으며, 수행적 방식으로 구성되는 젠더는 수행 가운데서 합치되지 못하고 

저항하는 잉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 자체로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

으며, 반복과 인용 속에 언제나 새롭게 재의미화된다(조현순, 2001). 

정리하면, 젠더는 하나의 수행이므로 젠더가 표현하거나 외재화할 수 있

는 본질이나 젠더가 열망하는 객관적 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젠더는 어떤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수행적 행위들이 젠더 개념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 없이 젠더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젠더는 자신의 기원을 감추는 구

성물이자,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 속에 재의미화되는 수행성이다. 젠더정체성

은 담론과 권위와 권력의 통제 하에 반복적 수행이 만들어낸 환상적이고 비

본질적인 구성물이며, 그 안에는 언제나 간섭이나 재의미화, 재전유의 가능성

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전복력을 가진다(조현순, 2001). 여성적이라

고 문화적으로 용인된 행위를 규제적 이상을 반복하는 사람이 여성이다(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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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6). 결국 젠더는 “하기(doing)”이다. 젠더를 표현하거나 외화하는 

‘본질’이나 젠더 가 나타내는 객관적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젠더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젠더의 다양한 행동이 젠더의 이념을 만들어낸다. 젠

더가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규범적 이상에 따른 실천이라는 Butler 의 분석

은, 젠더가 끊임없는 체현을 통한 구성임을 보여준다 Butler 에게 젠더 수행성

은 반복적이고 의례적인(ritual) 행위, 문화적으로 유지된 시간적 지속성의 행

위이자, ‘몸의 자연화’로 드러나는 행위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몸은 자

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김애령, 

2010). 

 

3) 젠더 허물기 

 

Butler 는 수행적 젠더의 개념에 이어 ‘젠더 허물기’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수행적 행위의 반복과 패러디적, 우울증적 젠더에 관한 이론들을 실천

적 논의로 이끌어 냈다. 초기의 논의에서 젠더를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었

다면 이후의 논의는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발생하는 규범의 장, 사회성이나 

관계성의 문제를 강조했다(조현준, 2017). 

Butler 는 젠더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니며, 언제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Butler, 2004/2015). 이것은 곧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 규범은 어떤 때는 개인에게 인간됨(humanness)을 부여하는 한 편 

다른 개인에게서는 덜 된 인간(less-than-human)으로 보여지게 한다. 사람

이 그의 인종, 형태, 성별,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르게 생

각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인정 도식의 결과이다. 그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허물거나(undo), 또는 인정을 거두어서 허무는 도식을 통해 인정은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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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생산하는 권력의 장이 된다. Butler 는 인식가능성(intelligibility)

를 언급하여, 개별 주체의 행위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 동시에 주체가 행

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된 사회 사이의 구조를 보여준다. 주체는 행위하

고, 그 행위를 통해 젠더를 구성하지만, 이 행위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허용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보유한 욕구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식 가능성에 못 미친다는 것, 즉 

규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젠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주체

가 규범으로부터의 인정 욕구에서 자유롭다면, 사회적 소속감은 약화될지언정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리두기가 오히려 인식가능성의 의미를 획득

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존재가 행위(doing) 없이는 존재(be)할 수 없는 사

람이라면, 행위의 조건은 부분적으로 주체 존재의 조건이다. 나의 행위가, 나

에게 규범이 작동한 방식에 달려 있다면 내가 ‘나’로서 지속될 가능성은 

내게 행해진 것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는 나의 존재에 달려 있다(Butler, 

2004/2015). 

Butler 는 젠더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규범화된 범주, 

특히 트랜스섹슈얼리티(transsexuality)는 젠더 규범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

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랜스섹슈얼리티는 『정신질환 편람 4DSM IV』에서 일

종의 병리화 과정임을 암시하나, 이러한 병리화 과정은 누군가에게 성전환 욕

망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Butler, 2004/2015). 트랜스섹슈얼

리티의 문제나, 동성 결혼을 옹호하려는 노력들은 기존의 형식과 규범의 반대 

규범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트랜스섹슈얼리티의 실천은 분명 사회적 부담과 

큰 자율성이 따르며, 동시에 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제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자기결정은 행위주체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또 가능

하게 해주는 사회 세계의 맥락에 놓일 때에만 가능한 개념이 되며, 이러한 의

미에서 개별 행위자는 사회 비판 및 사회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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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2004/2015). 젠더 주장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또 지원해주는 사

회 규범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자기만의’ 젠더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다.  

몸과 성이 문화적 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에 부여되는 의

미, 외부에서 사람들이 몸을 지각하는 방식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하

며 여기에 규범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타인의 지각은 자기 자신

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체적 행위를 통해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규범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젠더 

행위는 즉흥적으로 발생하며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조에 동조하

거나 저항하는 혹은 새로운 인식가능성의 지평을 제안하거나 또는 그러한 문

제점을 제기한다. 인식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은 곧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규범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동시에 살만한 삶의 요건이 갖춰졌음을 

은유한다. 

젠더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욕망은 전복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행

위, 섹슈얼리티는 규제의 장 안에 있는 즉흥적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누군가

가 어떤 젠더‘인지’가 어떤 섹슈얼리티를 ‘가질지’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는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젠더를 포함하며, 규제 때문에 소멸되기도 하지만 

규제 때문에 자극되고, 때로는 몇 번을 되풀이해서 생산되기 위해 규제를 필

요로 한다(Butler, 2004/2015).  

앞서 Butler 가 논의했듯이, 소수자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젠더정체성이 등장하는 가운데 규범의 전복적 가능성을 암시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실

천적인 논의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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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젠더정체성의 분화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Erik Erikson(1968)은 정

체성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주관적 측면에서 개

인적 정체성은 한 개인으로서 일생 동안 자신의 경험에 대해 동일성과 연속

성의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관련된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일체감을 의미한다. 즉 정체성이란 개인의 고

유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동일성과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획득 가능한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상호작용은 나와 타자가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규범에 기반하여 이루

어지므로, 개인의 행위는 이미 형성된 규범에 대응하는 실천의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성과 젠더와 관련한 정체성에 대해, Foucault 를 이어 Jeffrey 

Weeks(1994/2003)는 사회에 성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이 존재하며 이

러한 담론과 실천의 총체가 ‘주체의 위치(subject positions)’를 형성한다

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주체성은 본질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 밖으로부터 유

래된 것이며, 따라서 정체성은 결국 다른 이들과 달리하는 동일시의 효과이다

(Jagose, 1996/2012). 즉, 개인의 정체성이란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연속적인 감각인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화되는 특성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함으로 형성된다.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므로 상호작용은 이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성을 발견하고 체화할 수 있다. 이렇듯 행위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는 개인이 자신의 성과 젠더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

며, 젠더정체성은 삶 속에서 가변적으로 형성되며 오늘날 그 양상은 더욱 복

합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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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젠더정체성 분류는 오늘날 성소수자의 범주가 

세분화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성소

수자라고 했을 때 남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성전환

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questioning)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윤가현, 1997). 그 외에도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기존 주류 성규범에 속하지 않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성소수자의 범주를 확인하거나 남성 및 여성 동성애자

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강병철, 2011; 신경희, 2015; 주재홍, 2017). 

신체적 특징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간성(intersex) 또한 성소수자에 포함되

는 범주이다.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말은 역사적으로 정체성 범주를 넓히는 방

식으로 변해 왔다. 동성애자(게이와 레즈비언)에서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의 앞머리 글자로 된 약어)로, 다시 LGBTI(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의 앞머리 글자로 된 약어)로 변해왔다. 

무성애자와 퀘스처닝 혹은 퀴어의 약자를 포함하는 LGBTIA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asexual, questioning or queer 의 앞머리 

글자를 딴 약어)라는 언어가 쓰이기도 한다(나영정, 정현희, 2015). 성소수자

를 지칭하던 ‘퀴어(queer)’라는 단어는 좋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동성애 혐오적인 용어였다(Jagose, 1996/2012).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명사적 의미를 비롯하여 형용사나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한국어로는 ‘이반(異般)’으로도 번역되는데 동성애자들이 그들 스

스로를 지칭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젠더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성적 행동, 성별 정체감으로 번역되며, 생물학

적 성과 별개로 스스로가 믿는 개인의 성적 자아상을 의미한다. 즉 남성이거

나 여성이거나, 혹은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난 다른 젠더이거나에 대한 지각으

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생리적‧사회적 요인 모두가 기본적인 젠더정체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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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하면서 주변 요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확장되기도 한

다. 한편 이러한 젠더정체성은 이전까지 성정체성(sexual identity) 용어와 

혼용되어 왔다. 성정체성은 개인이 확립하게 되는 성역할 정체감과 성적 지향

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주로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 걸쳐 발달하게 되며 성

인기에 확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에 부모 중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 과정을 거치면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2

차성징의 발현과 함께 성적 욕구를 자각함으로써 기본적인 성정체감 대신 제 

2 의 성정체감이 발달할 수도 있다. 즉 성정체성이란 용어는 생물학적 성과 

그에 기반한 성역할 정체감의 획득과 성적 지향성의 문제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sexual orientation identity)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의미로 젠더정체성과는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이호림, 2015). 젠더정체성의 범주는 점차 확대되어 개인의 생물학적 성

과 젠더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즉 폭넓은 의미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며, 성

적 끌림이나 로맨틱 끌림 또한 젠더와 별개의 차원에서 파악되어 더욱 복잡

하고 많아진 젠더정체성의 구성방식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넓은 체계 안에서 젠더정체성은 젠더 지각과 더불어 연애 

및 성적 감정의 방향을 일컫는 로맨틱 끌림(romantic orientation)과 성적 끌

림(sexual orientation)에 따라 명명된다. 우선 젠더 지각은 개인이 자신의 

지정 성별(assigned sex)과 젠더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시스젠더(cisgender)

와 트랜스젠더로 구분된다. 지정 성별 여성이 자신의 젠더를 여성이라고 지각

한다면 그 사람은 시스젠더 여성이다. 만일 지정 성별 여성이 자신의 젠더를 

남성으로 지각하거나 여성도 남성도 아닌, 혹은 젠더가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

에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범주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binary transgender)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

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지정 성별과 반대되는 젠더를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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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자체를 트랜스젠더로 불렀으나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폭넓은 의

미에서 지정 성별과 젠더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트랜스젠더로 통칭한다. 이

는 자신의 젠더를 지정 성별과 반대 위치에 있는 성 또는 남성도 여성도 아

닌 제 3 의 성, 젠더가 없다고 느끼는 에이젠더(무성, agender), 남성성과 여

성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으로 느끼는 안드로진(androgyne), 지정 성별과 

관계 없이 스스로에게서 이성성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트랜스페미닌

(transfeminine), 트랜스매스큘린(transmasculine) 등을 포함한다. 젠더 이

분법에 속하고 싶지 않으므로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소속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논바이너리(non-binary), 또는 젠더퀴어(genderqueer)로 정체화하

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에 1990 년대 이후 트랜스젠더로 미디어를 통해 알려

진 연예인으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male to 

female), 또는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한(female to male) 사

람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성별을 이미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의향

이 있는 사람들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로 구분하여 칭하고, 트랜스젠

더의 경우에는 젠더가 지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통칭하여 넓은 의

미로 쓰이고 있는 추세다. 트랜스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두 젠더 간의 전환 및 지정성별과 젠더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나눌 수 있으며, 남녀 젠더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이

들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는 시스젠더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보다 다양한 범주가 포

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은 자신이 어떤 젠더에 자발적으로, 낭만적으로

나 성적으로 끌리는지를 구분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각 용어는 상대 젠더에 

대한 끌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도 사용된다. 이러한 구분은 성적 끌림이 반드시 해당 젠더 또는 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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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끌림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

반적으로 성적 끌림의 개념은 로맨틱 끌림을 포함한다. 두 범주는 각 용어의 

어미를 달리하여 구분되어 로맨틱 끌림의 경우 ‘-romantic’, 성적 끌림의 

경우 ‘-sexual’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동성에의 로맨틱/성적 끌림은 호모

로맨틱(homoromantic), 호모섹슈얼(homosexual),  이성에의 로맨틱/성적 

끌림은 헤테로로맨틱(heteroromantic), 헤테로섹슈얼(heterosexual), 양성 

또는 서로 다른 2 가지 젠더에의 끌림은 바이로맨틱(biromantic), 바이섹슈얼

(양성애, bisexual), 어떤 젠더에도 끌리지 않는 에이로맨틱(무로맨틱, 

aromantic), 에이섹슈얼(무성애, asexual), 젠더나 성별에 관계없이 경험하는 

로맨틱/성적 끌림은 팬로맨틱(panromantic), 팬섹슈얼(pansexual)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남성 또는 여성, 특정 성별에게만 끌림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남성애자, 여성애자 등으로 불리운다. 그 밖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끌림을 의

미하거나, 끌림을 경험하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상대과 연결되지 않는 끌림을 

가진 사람은 오토로맨틱(autoromantic), 오토섹슈얼(autosexual), 깊은 감정

적 유대를 느껴야만 로맨틱/성적 끌림를 경험하는 데미로맨틱

(demiromantic), 데미섹슈얼(demisexual) 등 다양한 끌림의 방향을 정의하

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  

젠더와 끌림의 방향을 정의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개인이 스스로를 지각

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름 붙여(labeling)진다. 예를 들어, 지정 성별 

남성의 경우에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남녀 또는 어떤 2 가지 젠더에

게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 모두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시스젠더 바이로

맨틱 바이섹슈얼로 정체화할 수 있다. 지정 성별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

으로 느끼며 모든 젠더에 로맨틱 끌림을 경험하고, 성적 끌림은 여성에게만 

느끼는 사람이라면 트랜스젠더 팬로맨틱 여성애자로 정체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스스로의 젠더 지각과 감정의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구분에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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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는 경우에, 넓은 범주에서 논바이너리 또는 젠더퀴어로 정체화하기도 

하며, 자신의 젠더를 유동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에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젠더가 있거나 없는 두 가능성 사이에서 유동성을 경험한다면 젠더플럭스

(genderflux) 등으로 정체화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젠더정체성이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에 대한 감각을 기반으로 

개인이 주체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섹슈얼리티와 끌림의 방향에 대한 지각이

다. 정체화의 결과는 종결 지점 없이 생애 동안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이 젠더화된 행위를 반복함으로 가시화된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된 젠

더의 범주가 증가하는 것은 보다 스스로를 세세하게 정체화하고 자신이 누구

인지에 대한 인지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구별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성애자에게까지도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나 자신에 대한 주체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젠더정체성의 인식가능성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

는 이와 같은 시도는 지배적인 규범에 대한 저항적 움직임이자 전복 가능성

을 포함한다. Butler 가 그 후기 논의에서 논하였듯이, 젠더는 이제 복합적이

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양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명을 통해 각 문화

에 내재하는 규범에의 인식가능성과 공존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전복적인 행위

이다. 단일하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성적 지

향과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중요한 논의로 부상했으며, 스스로를 범주화하는 

명명 체계는 오늘날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의 구성방식을 드러내며 

분화하고 있다. 앞선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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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젠더정체성의 체계 

 

 

 

제 2 절 젠더와 관련된 복식 규범 

 

복식은 일상적으로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인 동시에 사

회문화적 소통을 위한 기호로 작용한다. 사회문화적 소통의 경우에 상황에 적

합한 복식의 코드가 부여되어 개인의 복식행위에 의식적, 무의식적 간섭을 하

기도 한다. Anne Hollander(1993)와 Joanne Entwistle(2000)은 복식의 문

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이 나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규정하는 엄격한 

규칙과 코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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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회 세계에 맞도록 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색함과 위화감을 느끼도록 하기도 한다(Entwistle, 

2000). 개인이 속한 사회와 집단, 문화적 환경에서 규범이 생성되고 지각자

에 의해 인지되며 상호작용하게 된다. 복식과 외양에 관련된 규범이나 습관은 

개인에게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Kaiser, 1990). 

복식과 관련된 규범은 크고 작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절에

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개념을 살

폈으며, 복식에서 나타나는 젠더 규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

막으로 특정 문화 집단에 작용하는 규범으로써 성소수자 문화에 작용하는 복

식과 관련한 규범을 고찰하였다. 성소수자는 지배문화를 이루는 젠더 이분법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사

람들로, 그들의 복식을 비롯한 외양의 표현과 관련한 규범을 고찰함으로써 성

소수자의 복식을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복식과 관련한 규범 

 

규범이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복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에 

의해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옷차림을 의미한다(강혜원, 1995). 복식과 관련

한 규범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특히 자연적으로 타고난 개

인의 성이나 개성과 관련한 특질보다도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식 행동을 맥락적으로 살피는 것은 개인의 복식 행위 및 행

위를 둘러싼 규범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사람 또는 집단

이 속한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복식을 착용하는 것은 타인과의 효과

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회학자들은 복식을 공유된 의미를 전달

하는 기호로 파악하였으며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복식을 해석할 것을 



 36   

 

요구하였다(Kaiser, 1990).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복식에 대한 이해

는 착용 동기, 자아 개념의 발달, 개인적·집단적 정체감, 사회적 이상, 역할 

행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의 맥락적 이해가 동반

되어야 한다. 이 때 복식규범은 개인의 복식 및 외모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

는 동시에 복식을 통한 정체감 형성의 배경을 제공한다. 복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복식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신체 관리와 관련한 규범은 각 시대와 문화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신체 미의식과 관련하며, 이는 나체 상태에서도 사람을 규정하는 엄격

한 규칙과 코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Entwistle, 2000). 우리는 의복을 착용

한 상태에서 나체를 유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식을 통해 이상적 신체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신체 이미지는 자아 개념의 주요한 요소이며, 사회

화 과정에서 타인의 피드백이나 사회 규범이 몸을 통해 내면화되므로, 신체적 

매력성의 관리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구성에 중요하다.  

이상적 신체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각 시기와 문화에 적합한 신체

는 의복을 비롯한 각종 외모 관리를 통해 유지되었다. 예로, 흑사병이 창궐했

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다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임신한 모습

의 여성을 갈망하였다. 이는 어깨를 강조한 넓은 가운이나 둥그런 배 모양을 

강조하는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코르셋과 같은 아이

템은 모래시계형의 신체 형태를 유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Sheldon(1954)

이 범주화한 기본적인 비만형, 근육형, 세신형의 세 가지 신체형을 비롯하여 

얼굴, 키, 특수한 신체부위는 신체의 매력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Kaiser(1990)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체형을 

밝힌다. 남성의 경우, 키가 크고 단단한 근육질의 체격은 남성들에게 성유형

화된 근본적인 속성이며, 근육형의 남성은 문화적 이상이라는 증거들이 보고

되었다. 여성들은 거대한 체격이나 작은 가슴을 가진 남성보다는 다소 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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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을 가진 남성을 더 선호하나, 전통적이지 않은 성격의 여자들은 이러한 고

정관념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키 큰 남자는 더 매력적이며, 키는 

권위나 지위와 같은 특성, 능력에 관한 지각자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도 

보인다. 한편 안경 낀 사람은 더 점잖고, 더 민감한 것으로 지각되며, 감수성, 

공포심, 수동성과 같은 여성적 특질은 키 작고 안경 낀 사람에게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여성의 체형과 관련하여, 미국문화에서 매력적인 얼굴과 모습은 

여성의 이상성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여성은 마른 것이 유행이라는 강한 내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기준보다는 비만인 여성을 더 좋아하

는 경향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가슴은 여성의 신체에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부분이었다. 큰 가슴은 축복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력이 부족하

고 무능력하며 비도덕적이고 비정숙성의 느낌을 주는 모습으로 연상되었다. 

가슴이 작은 형의 모습은 대부분 지적이고 능력 있음, 정숙하고 도덕적인 것

으로 평가되었다. 키에 있어서도, 키 큰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

하다고 간주되는 영향이 있으며 이는 매력과 관련되는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

에서 기인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 파트너에 비해 신장이 더 커야만 한다

고 규정하는 강한 문화적 규범에 기인한다.  

신체 위에 입혀지는 의복은 마치 제 2 의 피부와 같아서 신체를 가리고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신

체미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그에 적합하고 매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복식에 대한 규범이 존재한다.  

둘째, 정숙성과 관련한 규범은 주로 종교적 해석에 바탕을 둔, 인간이 본

능적으로 나체를 부끄러워한다는 신체 노출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

나 문화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어떤 문화에서는 신체의 부끄러

운 노출로 생각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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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권 내에서라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노출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해변에서와 도심에서 기대되는 복장 또한 상이하다. 해변에서 비

키니를 입는 것은 허용되지만, 신체 노출의 정도가 유사한 브라와 팬티를 착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한편 이명희(1982)는 정숙성을 예의성과 정숙성으로 구분하였다. 예의성

은 성적 흥미와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의복이나 장식을 통하여 도덕, 관습 

등의 사회규범을 보수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예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인 정숙성은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 노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황혜영, 박찬부, 1997). Crawley(1965)는 정숙성과 매력과 관련된 성

적 본능은 의복에 대한 의식에 활기를 주어, 그 성적 본능들과 규범 사이에는 

정확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정숙성의 기준에 대한 차이는 시대, 

문화적 배경, 상황, 개인,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Kaiser, 

1990). 

셋째, 역할이란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며, 의복은 역할을 습득

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행동은 의복과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의복은 타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상징이 된다(Kaiser, 

1990). 즉 복식에 관련한 역할 규범이란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성취적으로 획득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규범으로 각 역할에 적합한 복식

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Kaiser(1990)는 개인이 출생 이후 사회화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을 성, 연령, 가족 배경에서 기인하는 생득적 역할과 사회화 과정

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집단 및 조직 관련 역할, 자아 개념 형성과 관련된 개인

적 특질에 따른 역할을 포함하는 성취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생득적 역할에서 성 역할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태어나 사회화 과정에

서 요구되는 성에 기반한 역할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분류에서, 남성성의 기

질은 자아 확신, 강력한, 공격적, 지배적인, 앞장서는, 객관적인, 현실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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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과 연관을 가지며, 여성성의 기질은 의존적인, 부드러운, 유연한, 순종

적인, 직관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등과 같은 관념과 연관을 가진다(김민자, 

2007). 이러한 기질은 복식에도 적용되어, 남성적인 옷은 직선적이고 묵직하

며 각이 잡혀 있는 옷으로, 여성적인 옷은 곡선이 많고 부드러우며 유동적인 

옷으로 기대된다. 

연령에 따른 규범은 어린아이거나 노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에서 비롯되는 장유유서, 노인공경과 

같은 개념이 이에 해당된다. 복식에 있어서는 아이는 아이에게 적합한 옷을, 

성인은 성인다운 옷을,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의

미하며,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은 복장 도착적 행위로 여겨지거

나 타인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성취적 역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논의되는 것은 집단 및 조직과 관련한 

역할이다. 특히 직장의 복식 규범이 이에 속하며, 조직이 얼마나 관료적이냐

에 따라 규범이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비교적 덜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집단과 관련한 규범으로써 개인이 속한 특정한 문화집단의 성격이 복식 규범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집단 내 문화가 요구하는 규범에 동조하는 것은 내집

단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동조감 내지는 구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일생 동안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과정 

중에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의복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호

와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복식과 관련한 규범은 개인에게 무의식적으

로 인지되고 체화된다.  

 

2. 복식에 나타나는 젠더 규범 

   

복식과 관련한 여러 규범들 중에서도 신체 관리 및 정숙성, 성 역할 규범

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그에 따른 복식의 유형 내지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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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Elizabeth Wilson(1985)은 패션이 성별에 갇혀 있으며 성별 경계를 

정의하고 재정의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패션이 과거에 비해 양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니섹스 스타일조차도 성별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Entwistle, 

2000).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는 전통적인 구분에서부터 그 개념이 점차 변

화하고 모호해져 왔으나, 성역할 고정관념은 많은 사회에서 비교적 공통성 있

게 존재하고 있다(황혜영, 박찬부, 1997). 즉 상황과 경우에 따라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복이 존재하며, 지각되는 성별 외모(gender 

appearance)는 비교적 정확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남녀의 성 이분법적 시

각을 토대로 형성된 복식 규범을 사적으로 고찰, 규범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성복과 여성복의 뚜렷한 구분 

 

여성의 복식은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긴 시간동안 연관되어 왔다

(Thomas, 1973). 오랫동안 옷을 만드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으므로 제직, 직

물, 패션은 여성적인 것과 직결되었다. 고대부터 여성과 패션의 관계는 여성

의 몸과 장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설명되었다. 유럽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장

신구는 악덕으로 치부되었으며 여성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장

식된 여성의 몸은 물론 장식되지 않은 나체 상태의 몸은 본질적으로 수치스

러운 것이었는데, 이 타락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복

식의 정숙성과 순결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나타났다(Entwistle, 2000). 종

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여성의 정숙하지 않은 과

시였으며, 복식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정 시기

에는 ‘품위 있는 여성들’과의 구별을 위해 매춘부들에게 모피가 금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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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반짝이고 빛나는 모든 것에 대한 애호 또한 사회적ᆞ도적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중세 유럽 복식에서 여성의 다리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서 긴 치마나 로

브 형식의 의복을 착용했다. 반면 남성복으로는 다리를 강조한 타이츠, 브리

치즈의 형태를 착용했으며 이후 바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남성복과 여성복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16 세기의 남성복은 어깨

와 다리 주변에 패딩을 넣어 호전적인 남성성을 강조했으며, 코드피스를 통해 

남성의 성기를 정교하게 과장하였다. 

여성의 패션은 수 세기 동안 변덕스러운, 과시적이고 허영적인, 탐닉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17 세기 남성의 유약함이란 방종, 방탕과 관련하는 

‘여성적인’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비난은 18 세기 젊은 귀족들 남성 사이

에 유행했던 마카로니(Macaroni) 스타일에도 나타났다. 마카로니 스타일은 

너무도 여성적이고 나약해서 외국의 위협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로 비난받

았다. 여성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18 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여성이 복

식에 다소 과한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 목적이 남편을 즐겁게 하거나 구혼자

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남성복은 이 시

기에 여성복과 달리 조형적으로 크게 변화하여 과도한 장식이나 정교함, 인공

적인 특성들은 자연스러운 외모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화려한 색

채의 원단보다 어두운 단색의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과도한 장식은 배제

되었다. 코트와 조끼, 바지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조합의 수트도 이 시기에 등

장했으며, 이후 뻣뻣한 러프는 부드러운 셔츠로 대체되고 크라바트가 추가되

어, 근대적인 수트 조합이 탄생하였다(Hollander, 1993).  

18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 초반, 여성의 복식은 단순한 슈미즈나 튜닉 스

타일로 전개되어, 코르셋을 제거하고 길게 흐르는 선으로 몸을 표현했다. 그

러나 이런 단순한 선의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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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남성복과 여성복은 크게 대조되어 남성복에서

는 장식이 크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여성복에는 밝은 파스텔 색상과 리본, 레

이스로 장식이 증가했다. 남성복은 활동에 용이했으나 여성복은 움직임에 제

약이 따랐다. 의복이 만들어냈던 이상적인 인체미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

성은 넓은 어깨와 가슴, 곧게 뻗은 팔다리와 평평한 배가 강조되어 강한 남성

을 대변했다. 여성의 인체는 가느다란 허리가 강조되고 경사진 어깨, 부드럽

고 둥근 선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루엣은 복종적인 여성을 강조했다. 

남성의 외양보다도 본질적인 이성과 정직성에 주목하도록 하였으나 여성복은 

여성의 본질보다 외관에 주목하게 하였다. (Hollander, 1993).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남녀의 자연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던 

John Carl Flügel(1930)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 도취가 강하며 성적 경쟁에 

예민하므로 새로운 유행이나 값비싼 옷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매력을 향상시키고자 패션을 좇는다고도 생각되었다. 

Entwisle(2000)은 여성이 ‘자연적’으로 남성보다 자아도취적인 것은 생물

학적 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젠더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한편 남성복과 여성복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은 Thorstein 

Veblen(1953)이 설명한 유한계급을 토대로 한다.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더욱 화려하고 신체 억압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남성들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 여성 복식 개혁과 양성적 복식의 등장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구속하는 여성복의 방식을 비난했으며, 여성

복에서 대안적 복식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성주의 복식운동이 일어났으며 

블루머(Bloomer) 즉 통이 넓고 발목이 조여진 형태의 바지는 그 우스꽝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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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양으로 인해 널리 착용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여성복에서부터 여성 신

체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다.  

20 세기 여성들이 정치적·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하

였으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누릴 수 있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복은 한층 느슨하고 덜 구속적인 스타일로 

변화했다. 20 세기 초 유행한 깁슨 걸(Gibson Girl) 스타일은 S 자형 몸매가 

뚜렷이 드러나는 스타일로서 그 시대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재현한 

것이었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은 여성을 

위한 ‘ 최초의 현대적인 패션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 (Wilson, 1985; 

Entwistle, 2000 에서 재인용). 갈수록 좁아지는 스웨터와 단순한 드레스, 수

트는 현대 여성복의 핵심이 되었다.  

복식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20 세기의 패션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남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이미지를 

수용하였다. 이 시기 여성은 남성복의 수트나 넥타이, 셔츠와 바지 등의 차림

새를 차용하였으며 플래퍼(flapper) 룩은 보이시 혹은 젊음을 표현했다. 스포

츠는 현대의 패션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성적 의복을 촉진시켰다

(Entwistle, 2000). 

1960 년대의 유니섹스 모드가 등장하며 젊음의 강조로 단순하고 활동적

인 스타일이 유행했다. 여성은 매스큘린 룩을 착용하거나 진과 티셔츠를 입음

으로 성적 평등을 주장했다. 유니섹스는 남자와 여자가 혼용하는 복식을 의미

하며 복식을 통해 더 이상 성을 구별할 수 없고 복식이 유혹의 수단으로 사

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김민자, 2007).  

1970 년대 초 글램 록(glam rock) 밴드들은 전통적인 남성 표현에 대한 

관습에 도전했는데, 과장된 의상, 공들인 머리 모양, 극적인 메이크업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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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보이 조지(Boy George)는 뚜렷한 메이크업, 매니큐어, 리본, 치마와 같

은 것들을 차용함으로써 전위적인 섹슈얼리티부터 동성애와 트랜스베스티즘

(transvestism) 모두를 암시하는 스타일을 하였다. 남성적 자아 표현에 관한 

금기에 도전하는 방식을 젠더벤딩(gender-bending)이 칭하기도 했으며 뉴 

맨(New man)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 즉 생산이나 

일과 관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전까지 여성성과 결합되었던 소비의 

쾌락을 탐닉하는 존재를 의미했다(Entwistle, 2000).  

 

3) 복식에서 표현되는 젠더 모호성 

 

트랜스베스티즘 혹은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은 의미상 동일하여 

혼용되어 왔다. 크로스드레싱은 변태성욕의 일종, 성별 무질서의 징후를 의미

하는 한편 복식과 젠더의 문제에 있어 젠더 이분법적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

하였다. 최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유행 현상으로서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반항, 또는 전통적 남성 복식에 대한 싫증의 표현으로 고급문화와 영화와 같

은 주류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크로스드레싱의 가장 중요한 의

미는 이분법의 관념에 도전하는 방식이며 전통적인 이분법에 위기를 가져왔

다. 따라서 크로스드레싱은 하나의 용어나 성이 아니라, 성별 축소나 소멸을 

향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정신분석가나 성의학자들은 트랜스베스티즘을 페티시한 집착을 동반한 

크로스드레싱의 한 행위로 간주하며, 크로스드레싱을 중세부터 20 세기 초반

까지 더 나은 사회로 이동하기 위해 여성들이 수행했던 행위로 보는 관점도 

있다. 트랜스베스티즘과 트랜스섹슈얼리즘 또한 구분된다. 남성복을 입는 데

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여성은 매우 드물며, 이런 이유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트랜스섹슈얼리즘이 좀 더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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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소수자와 관련된 복식문화 

 

성소수자의 복식은 18 세기 이후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18 세기는 

동성애 측면에서 전환점을 가지는 시기로 이 때 부터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

으로 ‘ 여성스러운 호모 ’ 라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아갔다(Tamagne, 

2001/2007). 이들의 복식행위는 규범화된 젠더 표현에 저항하는 행위로 여

겨졌으며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스러운 복장이나 제스처, 성적 행동을 하며 여

성 동성애자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여성의 행동이나 

여기에서 비롯된 복식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18 세기 이후 최근까지

의 성소수자의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스타일에 주목해 

왔다. 의복은 레즈비언과 게이의 정체성을 가장 주요하게 드러내는 요소로 알

려졌으며(Holliday, 2001), 지배문화와 구분된 집단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

해 복식을 활용하여 젠더화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저항하고 도전한다.  

 

1) 게이 

 

게이는 18 세기까지 ‘남자답지 못한 남성’으로 여겨졌다. 남성간의 성

행위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많은 시대와 문화에서 죄악시되어 처벌의 대

상이 되었다. 중세 시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남성간의 성행위가 더욱 죄악

시되었으며, 동성애 행위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국왕 Henri III은, 

변태성 변장과 몸치장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동성애자의 성행위는 남녀의 성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도 비난 받았다. 성적 행동에 있어서 여성적 행위

를 수행하는 남성 동성애자는 더욱 죄악시되었다. 

18 세기 영국의 몰리의 집(molly house)은 남성 동성애자가 독립된 문화

공간을 형성한 예이다. 몰리의 집에서는 동성 파트너를 구하는 남성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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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춤췄으며, 집단 내에는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의

미를 공유하는 독특한 몸짓과 행동, 은어가 존재했다. 복식에 있어서는 대부

분 사람들이 가운, 페티코트, 머리 장식, 정교한 레이스 슈즈 등을 착용하고 

의도적으로 기괴한 의식을 거행했다. 결혼이나 출산 등 지배적 규범의 사회문

화적 단면을 패러디했다. 이모, 부인과 같은 여성에게 전유되던 호칭을 사용

하기도 했다.  

19 세기 초의 댄디즘(dandyism)은 남자다움의 관행에 저항하는 정신을 

근간으로 모더니티의 수행성을 강조하는 남성으로 그려졌으며, 복식스타일을 

통해 저항적 정체성을 구축했다. 영국에서는 마카로니 스타일이 동성애자의 

스타일과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 헤어스타일, 얼굴 패치, 리본 등 과장

된 액세서리와 날씬한 몸을 특징으로 하며, 가발은 여성의 것만큼이나 과장되

게 표현되어 양성적인 이미지를 자아냈다. 보 브루멜(Beau Breummell)과,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복식 스타일에 사회 저항적 요소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투옥되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사례는 사

회적으로 동성애를 인식시켰으며 현재까지도 동성애 역사에서 중요한 아이콘

이다. 피부관리에 힘쓰고 면도를 깨끗하게 했으며, 다리의 선을 잘 드러내는 

하의에 깔끔하게 닦은 부츠를 착용하고, 크라바트를 맴으로써 중립적 젠더 인

상을 표현했다. 19 세기 후반에는 이르러 게이는 여성적인 이미지로 페어리

(fairy) 스타일로 불려, 타이트한 바지와 짧은 재킷, 대담한 스트라이프 넥타

이, 구불구불한 헤어스타일과 과장스럽게 작은 모자 등은 게이를 나타내는 기

호였다. 

20 세기에 기존의 여성스러운 남성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해 다양한 복식 

스타일로 게이 스타일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20 세기 초 제 1 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유럽지역에서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젠더정체성을 감추려 했으나, 반대

로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를 표현함으로 정체성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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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성애자도 있었다. 긴 머리와 털 코트, 화려한 컬러, 새틴 소재 셔츠, 타

이트한 바지 등을 주로 착용했다. 특정한 복식 아이템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

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흰 티셔츠와 데님 진은 자신이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을 의미하는 코드였다. 1950 년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에 미국에서 게이 정체성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 시기에 

독일군에 의해 동성애자를 구별하기 위한 상징으로 분홍색 역삼각형이 사용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게이 또는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된

다. 당시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규범화된 남성복장, 즉 어두운 쓰리피스 정장

을 착용함으로써 일반 남성들과 구별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뉴 에드워디안 

룩(new Edwardian look)으로 불리웠으며, 테디(teddy) 스타일로 이어졌다. 

새끼손가락 반지(pinkie rings) 혹은 스웨이드 신발과 같은 작은 신호들로 게

이 섹슈얼리티를 표시하거나 목이 드러나는 셔츠와 그 안에 맨 크라바트 또

한 게이의 복식을 통한 표시였다. 전통적인 남성 복장에 화장을 더하거나, 노

출이 심한 몸에 딱 붙는 복식을 선택함으로 남성 육체의 면모에 게이스러움

을 더했다. 게이의 복장은 여성스럽다기 보다 일반 남성들에 비해 눈에 띄는 

것이었고, 잘 차려입은 것이었다.  

1960 년대 초의 모즈(mods) 룩은 단정한 수트 스타일에서 시작하여 점

차 더 밝은 컬러들이 포함되면서, 여성적인 스타일로 여겨졌다. 60 년대를 지

나며 이러한 스타일은 이성애자들에게도 전래되었고, 유니섹스 모드가 시작되

었다. 노동자 계층에서는 레더맨(leatherman)이 출현하여, 게이가 남성적이

지 못하다는 인식에 도전했다. 리바이스의 501 스타일 데님, 흰색 티셔츠와 

가죽 재킷, 봄버 재킷, 스킨헤드, 닥터 마틴 부츠, 체크 셔츠, 탱크 톱도 게이

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의 이성애자 남성의 스타일

과 구별되기 어려운 것으로, 게이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다채로운 색상의 

손수건을 뒷주머니에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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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성소수자 담론이 급진적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1969년대 말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은 성소수자 가시화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동성애자 집단이 특정 행위로 대표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정체성의 범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여성인권운동으로부

터 영향 받은 게이해방운동도 확산되었다. 1980 년대를 거치며 젠더 벤딩

(gender-bending)이 강조되고, 이성애 남성의 복식스타일을 이용한 클론

(clone)스타일, 남성성을 강조하는 마초(macho) 스타일이 등장했다. 게이에

게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던 남성성을 되려 강조함으로써 대중의 관습에 도전

하고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박영진, 2015). 크루 컷(crew cut)과 

콧수염, 데님 진과 부츠로 대표되었다. 두꺼운 허리둘레와 통통한 가슴으로 

상징되는 곰 하위문화(bear subculture)는 게이 남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클론 스타일과 유사했다. 럼버 재킷(lumber jacket), 티셔츠, 

데님 진 등 아주 편한 스타일 또한 게이 복식 문화의 한 형태이며 게이와 이

성애 남자들을 통합하는 현대적인 복식이다(박영진, 2015). 

1980 년대 이후 하위문화 집단을 중심으로 양성적 이미지의 게이 스타일

이 대두되었으며, 드랙은 전통적인 이성의 특질을 모방하는 연극적 행위로서 

고정적인 젠더 타입을 패러디하는 동시에 당시의 대표적인 게이 복식 스타일

을 확립해 나갔다. 1990 년대 후반에는 젊은 패션인 힙스터(hipster)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박영진, 2015).  

Cole(2000)의 연구는 게이 집단의 외적 표현을 3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Schofield & Schmidt(2005)의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각 

그룹에 속하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드랙 그룹, 유미주의 그룹, 비가시 그룹으

로 드랙은 여성복을 착용하며 여성스러운 몸짓과 화장을 하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뽐내듯이 표현하는 그룹이다. 유미주의 그룹의 경우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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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캠프, 테디보이와 같이 몸에 맞는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을 착용했던 

그룹으로, 전통적인 남성상이었던 카우보이, 바이커, 노동자, 군인과 같은 남

성만의 공동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의 근육질 몸매가 잘 드러

나는 남성복을 주로 착용한다. 비가시 그룹의 경우에는 1900 년대 후반에 나

타난 히피와 펑크 등의 하위 문화 의복 트렌드를 따랐다. Schofield & 

Schmidt(2005)는 게이 집단이 4 가지 단계의 정체성 표현 단계를 통해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개별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보았다. 1단계는 공유된 

게이 정체성(shared gay identity)으로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복식을 통해 자

신이 게이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2 단계 종족적 정체성(tribial identity) 

단계에서는 커뮤니티 내 하위 그룹, 즉 부족에의 소속감을 복식을 통해 표현

한다고 하였다. 종족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복식스타일은 성적 연계성이나 우

정의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장하며, 이러한 소통 방식을 ‘링크 가치(linking 

value)’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3단계인 상황적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 

단계에서는 연극적 자아(theatrical self)로, 게이는 다중적 정체성을 상황에 

적합하도록 의복으로 연출하여, 타인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도

록 조절한다. 4단계인 개별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단계는 게이 커뮤니티

로 소속될 필요성과 개인, 자아로서 남아있는 것의 균형을 조절한다. 즉 문화 

내의 코드를 통해 집단에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여기에 자신의 개성을 

조합함으로써 독자적이고 다른 개별 주체와 구별되기를 추구한다. 

 

2) 레즈비언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여성간의 성행위가 존재해 왔음은 언급되나, 레즈비

언은 남성 동성애자보다 덜 죄악시 되었다. 여성간의 성행위 중에서 남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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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여성은 젠더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히려 선망되기도 

하였다. 레즈비언 복식에 관한 기록은 1900 년대 초부터 살펴볼 수 있다. 

20 세기 초에 레즈비언의 이미지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스포츠와 사냥을 즐겼으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짧은 보울 헤어

(bowl hair)와 플래퍼(flapper)스타일은 당시 전형적인 여성의 우아함과 대조

되며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지표였다. 짧은 헤어스타일은 여성이 긴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에 저항하는 이미지로 현재까지도 

레즈비언 정체성을 확실하게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레즈비언의 매니

쉬 스타일은 20 세기를 지나는 동안 짧은 헤어 스타일, 테일러드 수트, 외알 

안경(monocle) 등으로 대표되어, 유럽 지역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의 기표 역

할을 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에 레즈비언 문화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

겨갔다. 이 시기까지 레즈비언 스타일은 짧은 머리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수

트 스타일을 착용하는 크로스 드레싱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레즈비언 정체

성의 정형이었으나, 이 정형화된 이미지에 저항하는 팸(femme) 스타일이 등

장하면서 남성적인 레즈비언인 부치(butch)와 여성적인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팸 스타일의 구분이 생겨났다. 20 세기 중반 동안 레즈비언 문화 내 부치와 

팸은 일반적이었으며 두 정체성은 파트너 쉽의 관계로 여겨졌다. 부치의 경우

에 일상 생활에서는 여성스러운 복장을 유지한 반면 술집이나 파티에서는 바

지, 셔츠, 모자 등으로 이중적인 옷장 생활을 했다. 1950 년대부터 부치는 스

포츠 재킷, 치노 팬츠, 웨스턴 셔츠와 같은 캐주얼 웨어와 더불어 아가일 무

늬의 양말과 페니 로퍼(penny loafer)를 착용했다. 일부 부치들은 턱시도 셔

츠와 타이, 남성적인 부츠를 착용하기도 했다. 여성 역할의 팸의 경우에는 글

래머러스한 메이크업과 타이트한 드레스, 스커트, 팬티호즈(pantyhose)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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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힐을 착용하는 것으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부치와 팸의 구분은 현대까지도 

이어지며, 주류 문화에서도 착용되는 복식 스타일이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잠시 보여졌던 레즈비언 스타일은 주류문

화에 저항하는 스타일로 부치와 팸의 구분을 지양했다. 그러나 당시의 페미니

스트들은 부치와 팸의 구분이 유지되기를 바랬으며 양성적인 이미지의 복식

스타일을 추구했다. 루즈한 맞음새, 플란넬 셔츠, 재킷, 배기 팬츠, 테니스 슈

즈, 버켄스탁(Birkenstock) 또는 프라이 부츠(fry boots)를 착용했다. 

1980 년대 이후 제 2 물결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여성에게 전유되는 전통적 여성성을 거부하는 펑크와 사도마조히스틱 경향이 

레즈비언 문화에서 나타났다. 당시의 레즈비언 스타일은 BDSM(Bondage, 

Discipline, Sadism, Masochism) 문화, 즉 지배자와 복종자, 훈육과 속박이라

는 코드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비중 높은 스타일이 되었다(박영진, 2015). 1990 년대에는 립스틱 레즈비언

(lipstick lesbian)이 등장하며 이전까지의 레즈비언과는 다른, 여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매혹적인 스타일을 함축하였다. 부치의 스타일로 시크한 수트 스타

일이 인기를 얻었으며, 양성적인 복식이 선호되었다. 부치와 팸의 스타일은 

대중문화 속으로 유입되어 인기 있는 스타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즈비어니즘을 대표하는 레즈비언 시크(lesbian chic) 스타일 내지

는 걸 크러쉬(girl crush) 스타일이 주류 문화에 수용되어 인기를 얻었다. 주

류 패션을 다루는 잡지들에서 레즈비언의 패션을 활발하게 다루며, 여성 역할

과 남성 역할의 레즈비언 이미지를 표현하여 에로틱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드

랙 문화도 레즈비언들에게서 나타나 과거의 레즈비언 문화에 반발하고 남성

의 젠더를 표현하는 드랙 킹(drag king) 문화가 등장했다. 드랙킹 문화는 남

성다움이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 규범화된 남성다움에 저항

하는 의미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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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의 복식 스타일은 게이의 역사와 비교하여 짧게 나타나며, 여성

적인 팸 스타일과 남성적인 부치 스타일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형식을 유지하

며 변형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부치 스타일을 대변하는 수트 스타일과 짧은 

머리는 현재까지도 레즈비언 정체성을 암시하는 기표로 작용하고 있다. 

 

복식은 젠더정체성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로, 성소수

자의 복식 및 젠더 표현에 있어 주류 이성애 규범과 다른 규범을 갖는다. 게

이 스타일과 레즈비언 스타일로 대표되는 것 이외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다른 유형의 성소수자의 복식 스타일은 그 전형이 보고 되고 있

는 것이 전무하다. 바이섹슈얼은 게이와 레즈비언 패션스타일 사이에 섞여서 

나타나며 특정하게 정형화된 이미지는 없다. 트랜스젠더 복식 스타일은 자신

들이 동일시하는 젠더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의복을 

착용한다.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복장도착적인 것이나 크로스드레싱의 

측면에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 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

은 아니다. 이성의 젠더를 과장되게 모방하는 드랙 스타일 또한 트랜스젠더에

게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 연극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되었다. 

성소수자의 복식스타일은 젠더화된 복식사의 변천 속에서도 그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 성소수자들이 복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젠더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패션을 표현해 왔다. 또한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성정체

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외적 표현방식의 구분이 함께 이루어져 이들 집단이 

세분화되고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외형을 다중적으로 표현하며, 퀴어임을 

드러내고 싶은 경우에 이들의 내면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e & Turner, 2007) 즉 이들은 스스로를 패셔너블하다고 여기든 그렇

지 않든 패션 스타일을 통한 대안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Lewis, 1997). 

게이 스타일은 옷으로 잘 꾸민, 취향 기반의 의례적인 소비나 투자를 통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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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드러난 반면, 레즈비언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 나타났

다. 레즈비언의 외적 스타일은 사회적으로 젠더화된 규범과 성 역할에의 저항

적 의식을 바탕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의 대부분은 게

이를 위한 것으로 핑크 머니, 핑크 지수 등에 집중했으며 1990 년대 립스틱 

레즈비언의 등장 이전까지 레즈비언은 근 수십년 간 안티 패션적이고 반 소

비적이었다. 

게이의 패셔너블하며 높은 외모 관리 관심은 이들의 선천적인 감각이기

보다는 수행 능력의 향상 효과(stereotype lift effect)와 관련이 깊다(Cotner, 

2013).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에 보다 유의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을 정체성의 수행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젠더

화된 복식의 규범은 성소수자의 복식활용에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을 끼칠 것

으로 판단된다. 문화 내에서 형성되는 규범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에의 

소속감과 규범 체감의 정도에 따라 복식 활용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성소수

자는 성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주의로 형성된 지배적 규범에 비

동조적인 젠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지배 규범에 대해 이미 내재화된 태도

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범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복식 행동을 심층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개인의 복식과 

관련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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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성소수자의 복식 규범과  

상황에 따른 패션스타일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에 대응

하는 태도에 따른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알아보고자, 타인의 시선에 대응하

는 방식과 패션스타일과 자신의 젠더정체성의 관련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 및 자긍심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 패션스타일

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표현하는지 알고자 하였으며, 사회

적으로 형성된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고정관념 및 소수자성을 드러

내는 용어가 가지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를 종합함으로써 한국의 현대 사회에

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담론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을 발견하고자 하

였다. 국내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담론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

으며 최근의 흐름은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소재가 미디어에

서 중심 소재로 다루어지고, 실제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

내는 것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소수자들

은 자신을 정체화하는 다양한 명칭과 더불어 자신을 소개하며, 이러한 양상은 

젠더정체성이 분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에 따른 패션스타일 활용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선 고찰을 토대로 심층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

지에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평상시의 패션스타일 표현 방식과 

선호 스타일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황에서 패션스타일을 어떻

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상 세계는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여

기는 일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상적 삶이 패턴화 되면서 각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특징짓고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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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적 상황에서 행위는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므

로 일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식 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복식 행동의 

의미를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각 상황 또는 장소에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패션

스타일 표현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질문지에는 정체화의 

상세한 과정과 커밍아웃 경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 연구자는 참여자의 삶을 구성하는 일면과 

관련된 고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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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반구조화 질문지 

 

 

항목 세부 질문 선행연구 

개인적 특성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주거 형태 

•나의 젠더정체성 
정현희(2013) 

젠더정체성 

형성과 

관계 유지 

•정체성 인식의 시기 

•정체성 인식의 신체적, 심리적 계기 

•젠더정체성의 변화 가능성 

연구자(2018) 

•커밍아웃에 대한 경험 유무 

•커밍아웃의 대상과 이후 관계 유지 정현희(2013) 

•온/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가? 

패션스타일 

•평소 옷에 대한 생각, 활용방식 연구자(2018) 

•옷을 사거나 고를 때의 기준 

•쇼핑 장소, 빈도, 동행 

전경숙 외 2

인 (2000) 

•평소 패션 및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도 

•선호하는 패션스타일, 패션브랜드, 패션아이

콘 

•잡화, 헤어, 악세서리, 향수, 타투의 활용 

김태은(2014) 

상황에 따른  

패션스타일 

•T.P.O에 따른 복장의 구분 여부 

•T.P.O에 따른 적절한 복장 

•T.P.O에 따른 복장의 차이 

•복장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학교, 회사, 면접, 회의와 같은 공적 상황 

-연인관계, 동류관계와의 만남 

-비-성소수자와의 만남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결혼식, 장례식, 명절 

-퀴어 공간, 퀴어 퍼레이드 

-종교, 기타 

김고운(2018) 

& 

김태은(2014) 

정체성 표현 •패션과 젠더정체성 사이의 관련성 연구자(2018) 

사회적 

시선에 

대응 

•평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지의 여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주의하는 것 
정현희(2013) 

•성소수자와 패션스타일의 관련성 

•성소수자/퀴어 용어에 대한 생각 연구자(2018) 

자긍심 •자신의 젠더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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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자신의 지정 성별에 순응하는 LGB 참여자와 자신의 지정 

성별에 거부감을 보이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 해당하는 총 25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한국 나이로 20 세부터 40 세에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다. 1:1 대면 면접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평균 인터뷰 진행 시간은 84 분이다. 각 범주에 속

하는 연구참여자는, 레즈비언 4 명, 게이 10 명, 바이섹슈얼 2 명,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9 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참여자들을 통칭하여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구분하였다. 이

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이나 법적 성별 

전환 희망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이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

는 젠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흐름이 남성에서 여성

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만을 의미했던 바이너리적 경향에서 논바이너

리적 경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적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15 명, 여성이 10 명 참여하였다.[표 3-2] 

 

[표 3-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o. 
법적 

성별 

나이 

(세) 
젠더 정체성 직업 동거인 

1 

남성 

20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남성애자 대학생 기숙사 

2 26 게이 무직(이직준비) 1인가구 

3 26 게이 취업준비생 가족 

4 26 트랜스페미닌 대학원생 1인가구 

5 27 시스젠더 호모섹슈얼 영상디자이너 1인가구 

6 27 호모섹슈얼 대학원생 가족 

7 27 게이 
간호조무사 

준비생 
파트너 

8 29 논바이너리 무직 가족 

9 30 남성 동성애자 회사원 1인가구 

10 31 바이섹슈얼 
사회활동가, 

보드게임개발 
가족 

11 31 젠더퀴어 사회활동가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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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3 남성 동성애자 인권단체 대표 파트너 

13 34 게이 화가 친구 

14 35 게이 회사원 가족 

15 40 게이 연구원 파트너 

16 

여성 

20 젠더퀴어 팬로맨틱 데미섹슈얼 대학생 기숙사 

17 20 범성애자 대학생 친구 

18 20 레즈비언 대학생 가족 

19 22 에이젠더 에이로맨틱 오토섹슈얼 회사원 가족 

20 24 논바이너리 대학생 가족 

21 24 레즈비언 대학생 가족 

22 25 논바이너리 여성애자 무직 1인가구 

23 26 바이섹슈얼 회사원 가족 

24 26 레즈비언 회사원 가족 

25 28 레즈비언 CG엔지니어 친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젠더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

체화하는 것을 보였다.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로 스스로를 정체화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남성 

동성애자, 호모섹슈얼, 시스젠더 호모섹슈얼, 게이로 소개했다. 스스로를 호모

섹슈얼이라고 소개한 연구참여자 5 와 6 은 학교에서 다양한 용어로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세분화하여 정체화하려고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바이섹슈얼이라고 소개한 연구참여자 23 은 자신이 남

성과 여성 모두와 관계를 맺고 지내오면서 자신이 단지 자신의 10대 시절 유

행했던 유행성 이반 같은 사람인지, 트랜스인지 고민했다고 말하며, 복잡하게 

범주화하는 대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이섹슈얼로 

정체화했다고 응답했다. 레즈비언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모두 레즈비언으

로 정체화했다고 소개했는데, 연구참여자 21 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영어 

범주에서의 게이, 그리고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으로 사회화 된 것

으로 생각된다며 응답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범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9 와 20 은 자신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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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음에는 각각 무성애자와 논바이너리로 소개하며, 이후 자신의 세분화된 

정체성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19 는 자신을 에이젠더 에이로맨틱 오토섹

슈얼로 정체화 했음을 밝혔다. 자신은 여성과 남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제 

3 의 성 등 다른 성으로 정체화하고 싶지 않으며 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

했다. 또한 이성이나 동성, 또는 다른 젠더에 감정적이거나 성적인 끌림을 느

낀 경험이 없고 느껴지지 않으며, 성욕은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성

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떠올리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 20 의 경

우에는 자신이 에이로맨틱 에이섹슈얼임은 어려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

다. 또한 자신의 젠더가 여성이거나 남성 한 곳에 속하지는 않고, 다른 제 3

의 성 혹은 이러한 경계들 사이들 돌아다닌다고 느끼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

미에서 논바이너리로 정체화 했다고 소개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1 은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스스로가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어

려서부터 이러한 경향을 느꼈기 때문에 집단 활동 시에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하는 활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연구참여자 17 은 자신

의 성적 지향이 양성애적이거나 범성애적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끌림을 느껴 양성애자로 정체화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상대

방에 대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특정한 방향을 두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

력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을 범성애자라고 했다. 페미니즘을 접하며 다양

한 젠더를 접하게 된 연구참여자 16 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성애 중심구조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의 방향이 남성, 여성 또는 다른 성뿐 

아니라 드랙이나 크로스드레싱과 같은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어 팬로맨틱으로 정체화했음을 밝혔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성적 경

험, 감정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깊은 감정의 끌림을 느끼지 않는 한 상대와

의 성적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데미섹슈얼이며, 자신의 젠더 또한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젠더퀴어로 정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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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개했다. 또 다른 젠더퀴어 연구참여자 11 은 자신이 보유한 여성성을 어

려서부터 많은 부분에서 느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신의 젠더를 마주하기 

시작하며 그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보유했다는 의미의 안드로진으로 정

체화했었으나, 현재는 남성성, 여성성의 젠더를 구분하고 모두 가지고 있다는 

방식에도 회의감을 느껴 젠더퀴어로 정체화했음을 밝혔다. 연구참여자 8 또

한 자신을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남

성과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논바이너리로 소개했다. 연구참여자 4와 22

는 이성으로 성별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연구참여자들이다. 연구참여자 4 는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만 자신의 젠더가 여성성을 많

이 보유하고 그러한 젠더 표현을 추구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정체화 과정에 

굴곡을 겪었다. 연구참여자 22 는 여성으로 태어나 바이섹슈얼로, 또 트랜스

젠더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타인의 눈에 레즈비언으로 보

여지기 쉬우나 자신은 트랜스젠더로, 많은 시간을 스스로 남성으로 느끼며 생

활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성별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

신을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보다 논바이너리로 소개했다. 이는 남성으로서, 또

는 여성으로서 온전히 사회화되기보다 다양한 젠더를 보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범주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참여

자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식이 젠더가 확장되고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성 젠더의 경계를 지양하는 논바이

너리적 경향이 트랜스젠더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남으로, 현대 사회에서 젠더를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젠더가 남성과 여성 중 어디에 더 가

까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를 개인의 속성 중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복식 행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속에서 규범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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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거나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도록 하는 젠더 표현의 양상을 파악하

고자 했다. 

성소수자의 일상적 상황과 그에 따른 패션스타일을 살펴 본 결과, 참여자

들의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시스젠더 집단과 논바이너리 트랜스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집단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지정 성별에 대한 거부감 유무에 따른 것으로,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규범과 복식 규범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의 패션스타일 표현 양상은 개성추구형, 신

체관리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크게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논바이너리 트

랜스젠더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살필 수 있었다. 

 

 

제 1 절 시스젠더 게이/레즈비언/바이섹슈얼 

 

   

시스젠더 집단은 일상적 상황속에서 패션스타일을 활용함에 있어서 젠더

화된 복식의 규범보다도 커뮤니티 내에서의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젠더화된 복식 규범은 이미 사회에 내재한 것으로, 의식적으로 

관습적인 젠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특정한 젠더로 보여지는 것을 꺼리는 경

우가 아니라면 이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불편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

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보다도 일상

에서의 복식 활용에 있어 한정된 커뮤니티 내에서 뚜렷하게 규범화된 외모 

표현에 대한 규범을 더욱 체감하여 이에 따른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도 했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은 관습적 젠더 규범에 대개 순응하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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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거나 신체를 강조 및 보완하며,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 문화 내적으로 통용되는 복식 규범을 기반으로 복식을 활용한다.  

 

1. 관습적인 젠더 규범 대응과 패션스타일 

 

1)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 

 

  다수의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참여자들은 복식에서의 관습적 젠더 규범

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패션스타일 

표현 양상은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으로 파악된다. 특히 레즈비언 참여자

들은 복식을 통해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들의 스

타일은 일관되지 않으며, 각자가 가진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젠더를 표현

하고 있었다.  

 

“내가 꽂히는 게 있어, 항상. 한창 네일에 꽂히고, 또 한창 제주도민처럼 입

고 다닌 적도 있었어. 베이지 색깔 원피스 그런 거에 꽂혀서 내 모든 옷이 다 베

이지색이었어. 베이지색에 회색, 베이지 색, 맨날 막 하얀 색 운동화. 이런 거.(웃

음) …근데 아까 꽃무늬에 꽂혔다고 했잖아, 너한테. 꽃무늬만 입고 있어 요즘에 

진짜로. …꽃무늬 원피스에 꽂혀서 요즘 매일매일 그것만 입어.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다른 것 같아. 근데 주로 원피스를 좋아해.” (24) 

 

“주로 캐주얼한 거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매년 입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

어요. …하늘하늘하거나, 프릴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안 입고. …딱 진짜 기본. 

게임 시작할 때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런 옷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유니클

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옷장. …흔히 말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진짜 

안 입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25) 

 

레즈비언 연구참여자들의 개성 표현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레즈비언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패션의 주요한 기능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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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점으로 패션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취향의 범위 안에

서 직장 관련 상황이나 시험기간, 데이트 등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복장을 

조절하고 있었다.  

 

“지금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약간 스웨터라던지 편안한 티

셔츠랑, 편안한 바지랑, 운동화를.” (21)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들어가거든. 직원들 뽑을 때는 좀 더 깔끔한 걸 입

으려고 하고. 무늬가 적다던가, 프릴이 없다거나, 그런 거.” (24) 

 

한편 게이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개성 추구형과 신체 관리형이 복

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패션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운동

을 하기도 하고, 보여지고 싶은 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패션

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들은 이성애자 남성의 

패션에 비해 유니크하고 튀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교육행정(직장)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입는데. 근데 이제 

저를 보면, 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는 조금 튀게 입는 

거 같아요. 색이 좀 더 들어가거나. 이런 색도 안 입어요, 남자들은. 이런 색 조

금 있거나, 패턴이 조금, 약간은, 미묘하게 좀 튀거나.” (5) 

 

“비슷한데 살짝 튀는 옷들?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빈티지하고 캐주얼

한거. 특히나 이제 위가 크고, 윗옷들은 크게 사는 편이고, 밑 옷은 좀 작게 사는 

편인데” (6) 

 

“제가 입기에는 깔끔하거나, 아니면 입기에는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보기에는 아예 화려한 것도 보기에는 좋더라구요. 애매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요. 아예 심플하거나 아예 화려하게.” (3) 

 

“저는 개인적으로 정장은 핏이 중요하거든요. 어,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2) 

 

“입었을 때, 내 몸매가 이쁘게 드러날 수 있는 거. 그쵸, 왜냐면 저는 몸이 

자산이니까. (웃음).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뒷 태 좋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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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어깨선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근데 보통은 드레스셔

츠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핏을 잘 살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5) 

 

운동을 통한 몸 관리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단점

을 보완하는 패션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신체를 관리하는 양

상을 보였다. 게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의 장단점에 대해 타 집단에 비

해 뚜렷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작고 마른 체형의 참여자들은 체형이 커보일 

수 있는 옷을 선호하며 여름철에 민소매를 입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키

나 다리 모양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옷을 통해 보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제가 체형이 작고 마른 편이다 보니까 기성복이 잘 안 맞아요. 

안 맞고. 아메리칸 어패럴이 그래도 좀 붙는 팬츠나 티셔츠, 타이트한 티셔츠가 

많아서 좋아했는데. …디테일은 제가 체형이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체형 커버를 

위한 옷을 주로 찾는 거 같아요.” (12) 

 

“상체는 좀 왜소한데, 하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가 다른 남성들에 비

해서는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를 넓은 걸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지

가, 소위 말해서 기지바지라고 하나요? 슬랙스, 슬랙스만 입고. 청바지 같은 경우

에도 스판이 좀 있는 딱 붙은, 그리고 이제 스판이 없는 거는 오히려 못 입죠. 허

리는 두꺼운데 종아리는 또 얇아가지고. 허벅지 핏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제가 일단 뼈가 굵고, 허벅지랑 종아리가 선천적으로 엄청 굵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굵었는데, 그런 거 가리려고 밑에는 보통 어둡게 입거나, 밝은 거 입

을 거면 아예 통으로 입어버리던지.” (6) 

 

이렇듯 신체 관리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인 몸 관리에 대한 언급과 더불

어 은연중에 의식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몸을 표

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게이 집단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이들 커뮤니티 내부에

서도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몸에 잘 맞으면서도 자신의 매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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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추구하는 한편 이러한 양상이 젠더화된 복식 규범으로부터 일탈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3 은 평상시에는 몸에 잘 

맞으며 자신의 취향을 꼼꼼히 살피며 쇼핑하고 복식을 활용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공연이나, 퀴어 퍼레이드와 같이 보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방적이라

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드랙 패션을 실천하기도 했다.  

 

“제가 드랙은 가끔 하거든요. …가터벨트 같은 느낌에 코르셋하고. 코르셋 

하고 밑에 정말 핫팬츠 입고. …만약 정말 일상에서 이게 허락된다면, 가끔씩은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좋은 거죠. 화장이라는 게 나를 예쁘게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꾸며 내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13) 

 

이러한 시도는 이성의 젠더 표현을 과장하고 강조하며 무대 위에서 연극

적으로 수행하고 공연하는 드랙 퀸 스타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

적인 드랙 스타일을 모방하는 대신 자신이 추구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

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자신만의 드랙을 찾고자 한다며, 드랙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긍정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하며 해방

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드랙 패션을 시도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젠

더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완전 새로운 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아 해방감. 굉장했어요. 이 

때까지 억눌렀던 게. 여전히 나를 부정하는 게 있었다는 느낌. 되게 당당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전복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확장된 다 드랙이지 않느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복식으로 드러내는 형태이지 않을까, 좀 과감한 형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3) 

 

이와 같이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순응하거나 이따금씩 나타나는 이탈의 

태도로부터 패션스타일은 개성을 추구하거나 신체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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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서 요구하는 성별의 

경계를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규범의 인식

가능성 안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패션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이 

패션을 활용할 때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이들 커뮤니티 내에

서 형성되는 문화 내 복식 규범이었다.  

 

2) 관습적 젠더 모방형 

 

바이섹슈얼 연구참여자 23 은 규범에 대해 순응하거나 개성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습적인 젠더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방식

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파트너의 성별에 따라 외적 표현, 

내적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소 섹시

하고 퇴폐적인 패션스타일을 연출하지만, 남성 파트너를 만날 때는 자신이 만

나고 싶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수행하며, 내적으로도 이상

적인 여성의 태도로 남성을 대한다고 말했다. 

 

“남자를 만날 때는, 내가 보통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를 하고 싶어해. 그니까 

나의 여자 이상형을 표방해서, 요리도 잘 해야 하고, 말 잘 듣고, 다른 사람 잘 

안 만나고, 옷도 너무 야하게 안 입으려고 하고. 그런 거? 내가 바라는 거.” 

(23) 

 

반면, 여성을 만나는 경우에도 자신이 만나고 싶은 남성상, 자신이 설정

한 이상적인 남성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내적으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근데 여자를 만날 때는, 반대야. 되게 가부장적으로 굴고 싶어하고, 내가 느

끼는 가부장은 그거거든. 내 여자에 대해 욕심이 너무 지나친다거나, 옷을 관리

한다거나.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인데, 남자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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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내가 해. 여자친구 만날 때. 진짜 그리고 싫어. 진짜 싫어서 하는 거야.” 

(23) 

 

또한 자신의 태도가 상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외적 스타일과도 

관계성이 크며,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

으로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바뀐 거 같아. 내가 남자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스타

일이라는 게 있고. 걔 눈에 익숙한 룩이 있잖아. 보통 여자애들이 많이 입는 거.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 뭐 그런 것들. 걜 좋아해서 만났을 테니까 걔한테 이뻐 보

이고 싶었고. 차차,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익숙해지고.” (23) 

 

그러나 자신의 지정 성별이 여성이고, 신체적 조건이 자신이 설정한 이상

적인 남성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기에 부족했으므로, 여성 파트너를 만날 때에, 

자신의 이상형과 현실 간에 타협적인 방식으로 소년의 상을 표현한다고 말했

다. 연구참여자 23 에게 이상적인 남성상이란 관습적으로 남성성이 짙다고 여

겨지는 아이템들로 이미지화 되어 있었으며 이상적인 전형을 모방하는 방식

으로 복식을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여성 파트너를 만날 때에 머리 길이가 짧

은 것 또한 남성상을 표현하고, 여성과의 데이트 관계에서 레즈비언 관계성으

로 보여지기 위한 외적 표현의 일부였다.  

 

“셔츠, 시계, 커프스 링크,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단 말이야. 그니

까 그렇게 클래식한, 남성성을 대표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 여자가 함부로 입을 

수 없는 것들. 정장이라던지, 수트, 브리프케이스 같은, 각진. 클래식한 것들에서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지금도 내가 입을 수 있다면 입고 싶은데, 연출하고 싶은

데. 그게 안되니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지. 소년처럼 입고 다니는 거지. 그런 비

슷한 느낌을 내려고 셔츠를 많이 입고, 포마드를 하고, 슬랙스를 입는다거나. …

이상적인 거는 정장이었거든 나는. 남성성이 짙은 거. …그거를 좀 베껴서 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냥 합의를 한 거지. 아무튼간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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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형적으로 따라하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누군가를 따라하는 느낌. 

…옷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때야말로 되게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거기

에 집착했던 것 같아. …나는 일반화되고 싶어 해. 남들 보기에 거슬리고 싶어하

지 않아.” (23) 

 

연구참여자 23 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상성에 대한 모방과 관계성이

었다. 참여자가 삶 속에서 설정하게 되는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모방하

며, 파트너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외적 표현을 달리 함으로써 상호가 연인 관

계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타인의 눈에 거슬리고 싶지 않다

는 진술은 전형적인 여성상의 수행 또는 전형적인 부치 레즈비언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레즈비언으로 보여지는 것이 낙인일지언정 참여자와 파트너가 연

인 관계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 좋아하니까. 그나마 내가 보이시하게 하고 있는 게, 

관계에라도 들어가는 거야. 아 쟤네 레즈비언인가보다, 사귀나 보다. 라고 생각이

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내 연인이랑 같이 있는 풍경을, 얘네 둘

이 되게 친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싫었어.” (23) 

 

이러한 패션스타일 표현은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젠더 이미지를 이상적인 

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형을 모방하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젠더

를 표현하고 수행하며 이를 패션스타일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 

 

바이섹슈얼 연구참여자 10 은 패션을 통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다고 응답하며, 관습화된 젠더 규범 때문에 어떤 외적 

표현이나 언행이 특정한 젠더로 판단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다. 머리를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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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 길이로 유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젠더화된 외모의 한 요소로 헤어스타

일과 체형을 꼽았다. 

 

“옷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너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보다는 좀 중성적

인 그런 외모로 보이는 걸 선호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는 옷은 다 남자 

옷이라서. …옷 보다는 머리나, 아니면 그냥 체형이랑 더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남성적이나 여성적인 것보다는 중성적으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저의 

성별, 젠더를 가지고 저를 특정한 방향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요.” (10) 

 

이와 더불어 한 레즈비언 연구참여자 18 는 자신의 패션스타일에 있어 

최근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대의 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파

생된 여성에게 과도한 꾸밈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적 의식의 

표현으로써, 여성적인 복식을 피하려고 하며 그 일환으로 헤어스타일도 짧게 

바꾸었다고 응답했다.  

 

“여성만이 입어야 한다는 그런 옷차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마라던가 아

니면 블라우스. 프릴 달린 블라우스 같은 거. 약간 허리라인 들어가 있는 여성성

이라고 생각 되어지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옷차림들. …예뻐는 보이고 싶지

만 그게, 약간 외모지상주의고 그게 여성에게만 좀 더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거

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생각을 해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18) 

 

다양한 색상의 니트, 셔츠, 후드, 바지 등의 아이템을 이러한 시도의 일

환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남녀 공용으로 제작된 제품을 선호했다. 참여자는 

이것이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자신이 페미니스트이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모두가 다 원하고 자유로운 옷을 입으려면 일단 

우선은 사회적인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고,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

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하는 스타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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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아져야지 뭔가 편견이 깨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18) 

 

이처럼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는 양상은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확

대되고 있는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지양

하는 움직임을 외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패션스타일 표현 

 

시스젠더 게이와 레즈비언 집단은 국내에서 1990 년대 이후 독자적인 커

뮤니티를 형성해왔으며 이제는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 가장 주류에 해당하는 

부류가 되었다. 게이 집단에게 서울의 종로 일대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바, 클럽 형태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대다수의 게이 연구참여자들

이 주말을 보내는 장소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

었는데, 성소수자 인권 단체를 비롯하여 한국계, 외국계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이나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남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또한 게이 집단과 함께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는 큰 집단으로 여겨

졌지만, 이들 커뮤니티는 비교적 덜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한국계, 외국계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사이트

와 같은 커뮤니티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트위터 또한 성소수자들이 

다수 모이는 커뮤니티로 언급되었으며, 레즈비언을 위한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홍대와 이태원 지역의 일부를 중심으로 바와 클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바이섹슈얼 참여자들의 커뮤니티는 확인할 수 없었는

데, 바이섹슈얼 집단의 경우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 섞여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두 바이섹슈얼 연구참여자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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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팅 상대를 찾는 것은 지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

를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중에서도 데이트 상대를 만나

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참여자

들의 대다수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러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환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진을 게재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을 적는 것

이나 기약 없는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다. 

 

“우린 어플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그럼 대부분 나를 백화점에서 물건 걸듯이 

걸어야 되잖아, 이렇게? …뭐 오래 만나서 친구였다가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

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 무조건 얼굴을 보고 옷을 보고 외모를 봐야 하니까.” (9)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안 좋아해요. 좀, 너무, 뭔가 정육점 가서 고기 고르는 

느낌. 아세요? 제가 라벨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어플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걸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25) 

 

“그니까 막 되게 보면 사람들 왜 이렇게 쪽지 안 오냐, 또는. 어, 왜 맨날 

내 스타일 아닌 사람만 쪽지가 오냐.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정

말 집착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어플에 대해서.” (2) 

 

이러한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와 관련한 관심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보여졌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꼭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 친구를 찾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어플리케이션이라

는 공간에서 좋은 사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어

진 인연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도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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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동네 친구를 찾아본 적은 있었어요. 그거(어플) 깔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친해지게 된 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그런 좋은 

인연도 생기는 거 같아요.” (21)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외모 표현과 관련한 규범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모를 먼저 지각하게 되므로 좋은 인상을 

전달하기 위한 외모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커뮤니

티 내에서 외모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취향 표현과도 연관되어 있

었다.  

 

1) 게이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패션스타일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외모와 관련한 규범 중에서도 신체 관리와 관련

된 규범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체형에 따른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마

른 체형, 스탠다드 체형, 통통한 체형, 뚱뚱한 체형의 4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었다. 근육은 특히 남자다운, 또는 관능적인 신체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근육질의 신체에 대한 규범은 게이 씬

(scene) 안에서의 유행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되게, 되게 뚜렷해요. 식이라고 하거든요, 식성이라고 해서. 먹는 식성을 상

대방에 대입시켜서 여기 니가 있다면 ‘얘가 나의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말라, 스탠, 통, 뚱 이렇게, 나뉘구요.…이 기준은 크게는 섹스적인 부

분이 큰 거 같아요.” (13) 

 

“알록달록한 옷에다가 얇은, 진짜 얇은 서스펜더라고 하나? 그런 거 입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마르고 가는 그런 게 좀 어떤 유행의 메인의 부류에 있

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근육질의 어떤, 남성적인 스타일이 더 인기인 것 같아

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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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론 다양한 자기만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

래서 그렇게 몸에 붙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몸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 …근육이죠, 근육.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죠. 그게 약간 하나

의 트렌드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15) 

 

이러한 신체에 대한 뚜렷한 선호, 그리고 근육질의 신체를 선호하는 트렌

드는 참여자들의 패션스타일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든 

참여자가 무조건적으로 근육을 강조하는 복식을 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게

이 참여자들이 신체의 장단점을 드러내고 보완하는 방식을 보였던 것과 같이 

자신의 몸에 기반하여 복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되는 

복식 규범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의 기준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외적 표현은 곧 참여자의 상대에 대한 취향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면바지에, 흰색 셔츠인데, 체크무늬. …그렇게 입고, 셔츠 입고, 홀**터가 

남색이거든요. 남색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브랜드 마크. 그 마크가 일단 

형광색이에요. 연두색? 그래서, 약간 이래보여요, 껴입어서 이래 보여요(웃음).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많이 와요.” (7)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이런 스타일의 남자가 

좋을 때, 저도 비슷한 스타일로 사려고 한다거나?” (14) 

 

일면에서는 이러한 신체에 대한 선호가 커뮤니티 내에서 지나치게 규범

화되어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때, 불편감을 느끼고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멀리하고 싶어했다.  

 

“이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꾸미는 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이쪽 사람들

에게 그건 엄청 필수 요소예요. 타고난 것들도, 손가락 길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

지, 세분화 해서 봐요. 심지어 혀 뚱뚱해서 싫다는 것도 있고.…저희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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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메인 스트림에서 이탈되면,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이니까. 엄청 불

편할 때도 있어요.” (6) 

 

“너무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몸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너무 심하니까. 이제 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싫어서. 거기 있으면 내 모든 게 다 떠벌리고 다니고, 내 

섹스 경험이라던가, 내 몸,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까지 다 말하고 다니니까.” (5)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외모 관리, 

신체 관리와 관련된 암묵적이면서도 뚜렷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서도 최근의 주류에 부합하는 신체의 유형은 근육으로부터 오는 육체미를 강

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스타일은 커뮤니티 내에서 ‘일틱’, 즉 ‘일반스러운’ 

스타일을 칭하는 은어로 불리고 있었다. 이는 커뮤니티 외부에서 비성소수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스타일로, 후드 티, 체크무늬 또

는 민무늬의 셔츠, 면바지, 운동화, 트레이닝 복 등이 이러한 스타일을 표현하

는 아이템인 것으로 보여졌다.  

매스큘린(masculine)한 타입이라고 여겨지는 일틱 스타일 외에도, 트렌

드에 관심이 많고 메이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게이 참여자도 있었다. 게

이 커뮤니티 안에서, 꾸밈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게이들은 페미닌(feminine)한 

타입으로 여겨지며, 이들 두 유형이 커뮤니티 내에서 대조적인 두 스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닌한 게이의 경우에는 트렌디하고 연예인처럼 꾸민 스

타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게이는 이성애자 남성들과 

구별이 모호해지며, 과거에는 이성애자 남성이 꾸밈 활동에 관심이 적었지만 

갈수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전보다 구분이 더 어려

워진 것으로 보여졌다.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돌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옷도 

촥촥 입고. …일단 선호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은 

누가 게이인지 절대 몰라요. 다양해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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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해서 뭐 수비다, 공격이다 뭐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 말로는. 

그니까 좀 더 여성적인 사람이 있고, 남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남성적인 사람들은 

좀 더 머리가 짧고, 훨씬, 약간 군인 머리 스타일까지 가고. 근데 이제 페미닌한 

사람들은 좀 더 색조화장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옷을 더 튀게 입는 성향이 

많은 거 같아요.” (5) 

 

게이 참여자들이 외모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오프라인 커뮤

니티, 즉 바나 클럽 공간이었다. 이들은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한 크루징

(cruising)상황 및 파트너와의 데이트 상황에서 패션을 비롯한 외모 표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게이들로부터의 시선을 받고,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패션스타일과 더불어 이러한 바, 

클럽과 같은 공간 내에서는 ‘끼’를 부리는 등, 커뮤니티 밖에서 하지 못했

던 것을 표출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3 은 끼를 부리는 것을 내면에 보유한 

여성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해소되는 감정이 

있음을 언급했다. 여성스러운 표현이나 제스처, 또는 무의식중에 체화된 걸음

걸이, 행동과 같은 요소들은 게이 커뮤니티 안팎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알아보

는 기호이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게이 집단에서 커뮤니티는 이들

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며, 파트너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들의 외적 표현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크루징 상

황에서 가장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파트너가 이미 있는 상황이나 관계

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 간의 관계가 더 중시되고 자신이 보유한 기준보다 

상대방의 취향이나 태도에 맞춰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눈이나 이런 데 색조화장은 가끔. 이거 립, 치크라고 하나요? 선물받았거

든요. 가끔 뭔가 오늘 아무래도 누군가를 꼬셔야겠다, 이런 느낌 해가지고. 볼에 

붉은 기 더하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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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만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이 50%라면, 나머지 49%는 걸음걸이, 행동, 

걸으면서 취하는 모션이나 이런 사소한 거랑. 얼굴 이런거는 딱 보면 확실히 보이

죠” (7) 

 

 “이제 막 시작하는 커플은 사실 아니라서. 오히려 우리가 만나서, 얘가 나

를 위해서 꾸미고 나왔다,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둘이 만날 때는 제일 편

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경 끼고.” (14) 

 

“저도 일상에서 막 끼를 많이 부리는 편은 아닌데, 약간 가지고 있는 우아

한 끼가 조금 있어요. 조금 투박하기도 한데.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뭔가 질투할 

때 라던지. 여성들이라는 워딩을 했던 그런 단어들의 뉘앙스, 느낌 자체가 그렇

잖아요. 여성의 전유물 같이 마치 여기는 문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저는 좀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해소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  (13) 

 

이처럼 게이 집단이 외모 관리나 외적 표현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고정관념이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정 부분 부합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보였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에 부합된다고 하는 한편, 그것이 게이로서의 정체성 때문은 

아니라는 응답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그거는 정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도 있고, 게이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관리하는 것만 봐도 게이는 확실히 동안이고, 꾸밀 줄 

알아요.” (2) 

 

“게이들이 좋아하는 패션스타일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강하다, 강해보인다.” (3)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내지는, 미디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게이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뭐 되게 여성스럽게 입거나 화려하게 입거나 라던지 

하는 것들은,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자기를 막 꾸미고 화려하게 잘 

드러내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이 화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게이의 

정체성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체성이 이런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라기 보다는,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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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거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게이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커뮤니티고.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섹시하고 나와의 성적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결국은 그 집단의 어떤 옷 입는 

방식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4) 

 

즉 게이가 외적 표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 배경

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동성을 찾기 

위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여지도록 힘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자

신을 보다 돋보이도록 하는 과정에서 복식에 대한 취향이 형성되며, 문화 내

에서 코드를 형성함으로 집단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이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

으로 복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서구에서 시작된 게이 문

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맥락에서 조금씩 수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문화 자체가 개인의 모든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쪽으로, 그니까 개인화된 방식으로 추구되다보니까 …한국적인 특성은, 

약간 집단성이 강화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튀게 입으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 학생일수록 어떤 집단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입는 편인 것 같고. 어떤 

나이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집단에 소속이 될수로 어떤 그런 드레스 코드가 점점 

일반화되는 거는 같아요. 많이 두드러지진 않고, 정체성을 반영하는 식의 드레스 

코드가 있지는 않고.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사회가, 집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옷 입는 경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15) 

 

“이런 정체성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조금 더 리버럴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 양식을 이끌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집단의 어떤 원칙이나 규율에 그렇게 막 구속되는 게 덜 하고, 왜냐면 

나는 어차피 덜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삶에 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있죠. 네 옷 입는 것도 약간 그런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이 이런 거를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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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해준다기보다는 이런 정체성에서 파생된 감정들 있잖아요. 좀 더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 감정, 드러내고 싶은 감정, 자유로운 감정들이 배출이 되서 

그런 옷들을 입는 경향이 드러나는 거고.”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신체 관리 측면에서

의 규범과, 외모 관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매력적으

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외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게이 커뮤니티 내

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복식 규범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규범화된 복식 표현은 

성적 취향의 암시, 자신의 매력성 강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커

뮤니티 내의 개인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정된 문화 내에서 

이러한 외모 규범들은 때로 문화 내에서도 주류에 속하지 못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개인에게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과거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기호

로 역할했던 특정 의복 아이템이나 악세서리는, 이제 더 이상 가시적으로 뚜

렷하게 젠더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 안에 형성된 다양

한 스타일과 취향을 바탕으로 문화적 코드를 내면화함으로 젠더정체성이 반

영된 복식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게이의 젠더정체성은 외적

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었으며, 집단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영향은 

게이 문화의 한국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식의 측면에

서, 게이의 패션스타일은 커뮤니티 내에서 돋보이고 싶은 욕구와 개인이 속한 

문화 밖 사회집단의 규범에 따르는 경향이 혼재하면서 다양한 집단의 특성 

간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복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복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 내면화되어 삶

의 전반적인 양식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내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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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패션스타일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사적으로 고찰된 부치와 팸으로 나뉘는 스

타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에 레즈비언 문화가 도입된 이래 ‘치마

씨’, ‘바지씨’로 구분되는 부치와 팸의 양상은 점차 세분화되어, 현재에는 

단순히 외적 스타일에 대한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과 성격, 성적 

역할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

해 외양으로만 구분하던 것에서 잠자리에서의 역할로 그 의미가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팸이랑 부치라는 단어가요, 그냥 외모로만 판단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되게 터프하고 뭔가 더 막 이끌어주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부치라고 불렀었는데, 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티가 안 나는 

여성들,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을 팸이라 불렀는데, …근데 이제 약간 잠자리 성향

에서 그게 바뀐 거예요.” (21)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부치와 팸 스타일의 세분화와 함께 일어났다. 일부 

참여자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

다. 외적으로 남성적인 요소를 보유하는 부치 스타일이 레즈비언의 전형적 이

미지로 여겨지면서 사회적으로 낙인화된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방식

으로 스타일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는 시선이다. 부치와 팸 스타일은 머리 길

이나 행동, 일상적인 역할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분되고 있었다.  

 

“부치 혹은 팸은 되게 큰 그룹이고, 세세한 그룹들이 많아. 뭐 머긴부, 긴머

부, 단머부. 되게 많아, 다 보여. …머긴부는 ‘머리 긴 부치’라는 표현이야. 머

리만 긴 부치야. 하나도 안 꾸미는데 머긴부라고 표현을 하고. 긴머부는 어, 우리

가 생각하면 약간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있잖아. 머리 길고 셔츠에 바지에, 이

런 느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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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 팸이 있고, 단머팸이라고 하고, 긴 머리의 팸은 긴머팸. …완전 

막 이렇게 삭발하거나 짧은 머리 이런거는 티부라고 해요. 티나는 부치라고 해가

지고. …잠자리 성향, 거기다 플러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니까 언행에서 드

러난다고 하더라구요.” (21) 

 

이와 같은 스타일의 세분화는 커뮤니티 내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데에

도 적용되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적고, 상호간에 조건이 맞는다고 여겨지면 만남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4 는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게이 집단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덧붙이며,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레즈비언들은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일반인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에서 나의 조건들에 대해서 적고, 내가 바라는 조건들에 대해서 적어. 그래서 적

당히 맞으면 연락을 해. 연락하다가 재미있으면 만나, 실제로 만나. 만나서 여러 

번 데이트를 하고 사귀게 되는 거지. …자기의 이상형.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

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지.” (24) 

 

“뭔가 이쪽 애들은 확고해요,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애들이.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그렇고. 아 나는 여성스러운 애가 좋고, 아니면 좀 보이시한 

애가 좋다. 아니면 나는 중간인 애가 좋고.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 낭비 안 하고 감정 소모를 안하려고 자기 소개란에 정확히 적어놔요. 자기

는 뭐고, 상대는 어땠으면 좋겠다.” (25) 

 

“서로 이상형에 대해 논할 때 상세하게 조건을 다는 경우는 봤어. 예를 들

어서 난 긴머부는 안 땡겨, 댄디하고 나보다 키는 컸으면 좋겠고, 어쩌구 저쩌구, 

블라 블라.” (23) 

 

만남을 위한 이러한 조건들은 곧 관계에서 특정한 젠더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실제로 

느끼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행동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도 나타나,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타일의 세분화와 역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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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외적 표현과 내적 태도, 역할 수행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즘 페미니즘과 어울리지 않는 한 글자(팸)도 되게 많고. 되게 수동적이

고, 그런 거 있잖아. …문은 니가 열어, 무거운 건 니가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나

는 파스타 먹을 거야. 데이트 코스 니가 왜 안 알아와?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

아 사실은.” (24) 

 

“아무래도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약간 더 남성적인 게 훨씬 강하죠. 성격도 

그렇고,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약간, 데리고 가고, 하러 가자, 이런 

거.” (25) 

 

“어느 정도는 외적 요구사항과 역할 분담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

리고 이런 분위기를 레즈비언의 스테레오타입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는 것 같고. …팸이 소개팅을 마치고 

나서 어머 매너가 좋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남녀 사이에서 매너가 좋다, 라

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보통 남자가 듣잖아. 짐을 들어줬다, 문을 열어줬다, 차도 

쪽에 서서 걸었다 뭐 그런 저런. 나는 그게 누가 요구한다기보다, 학습된 것처럼 

이루어지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봐. 중요한 건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23) 

 

이러한 구분은 암묵적인 규범으로 당연시 되었으나,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추가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 24의 파트너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또한 여전히 외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만남을 위한 과정에서 뚜렷하게 

존재하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무의미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동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이용하

지 않는 바이섹슈얼 연구참여자 23는 커뮤니티 내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휘둘

리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면서도, 내 성향과 외적 표현 있잖아. 그걸 떠올

리면 마냥 뭔가 틀렸다고 보기도 뭐한 것 같고. 근데 그 암묵적인 갖은 정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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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둘리는 게 싫긴 했어. 내가 부치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언젠가부터 좀 민망해졌고, 

역할 놀이 같아서 되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짙어졌지.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커

뮤니티를 오래 못한 것 같아.” (23) 

 

즉 정리해 보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크게, 부치와 팸 사이에 일

상 속에서의 남성적, 여성적 역할이 구분되고 있었으며 잠자리 성향에 있어서

도 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치와 팸 스타일의 경향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곧 레즈비언들이 서로

를 알아보는 기호로 역할하기도 했다. 더불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도 

데이트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모두 외모 표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에 관련해서 분류되는 부분이 있긴 해. 서로 맞는 사람을 찾지. 온깁

부치(기브만 하는 부치), 온텍팸(테이크만 하는 팸), 깁앤택(둘다). 부치랑 팸이

랑 잠자리 성향으로 나누는 거라고들 하지만 외향적 느낌이랑 성격 등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는 분위기라.” (23) 

 

“반지 약간 챙기는 거 있고. 대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신경 쓰죠.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25) 

 

“엄청 신경 쓰지.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엄청 신경 쓰는 거지. 셰도우 하고, 

아이라인 하고, 고데기 다 하고 나가고. 귀걸이도 하고 나가고. …옷은 똑 같은 

데, 화장을 좀 신경 쓰지. …향수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언니가 좋아하는 향수

가 있거든?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쓰지.” (24)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부치와 팸, 머긴부, 긴머부, 단머팸 등 다양한 외

적 표현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성향이나 레즈비언으로

서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보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레즈비언의 스타일이 세분화되고, 

이성애자 여성과 구별되지 않는 레즈비언도 많아지면서, 참여자들은 이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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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것은 개인성의 강조이자,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선행연구에서 살필 수 있었던, 레즈비언의 외적 표현이 정

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왔다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 

레즈비언의 외적 표현이 고정관념화된 여성성에 저항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을 위해 이루어졌던 실천이었다면 한국에서 레즈비언의 복식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사회에서 이성애 규범성과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이제 

레즈비언의 복식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파악되며, 부치 스타일

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여성의 숏컷 헤어, 수트 등은 이제 주류 패

션 문화와 구별되지 않고, 주류에 흡수되어 있는 하나의 패션 양식이 되었다.  

 

 

제 2 절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연구참여자들은 패션스타일 표현에 있어서 관습

화된 젠더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지

정 성별과 젠더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복식 활용에 있어서 온전하게 자유

롭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젠더 이분법적 복식의 카테고리를 따르

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부터 발견되었다. 이들 커뮤니티 내에는 뚜렷한 외적 규

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을 이루는 젠더의 범주 자체가 매우 다양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트랜스, 젠

더퀴어, 논바이너리, 에이젠더 등 다양한 젠더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들의 복식은 관습적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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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적인 젠더 규범 대응과 패션스타일 

 

1) 개성 추구형 

 

  개성 추구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성이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 22 의 경우, 자신이 남성임을 알게 된 다음 남성으로 보여

지고 싶어 남성성을 나타내는 복식을 착용했었으나, 그럼에도 여성으로 비춰

지는 경우에 실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나는 처음에 내가 남성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처럼 머리도 자르고, 맨날 셔츠랑 슬랙스만 입고, 화장도 안하고, 밖에서 말을 안 

했어. 목소리에서 여자인 걸 알까봐.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여자라는 거를, 

그냥 지정 여성인 걸 알고 나면 그게 너무 실망인거야. 아, 역시 내가 아무리 노

력해도 나는 남자로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22) 

 

자신의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연구참여자 22

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으며, 여성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 방식으로 패션을 표현하고 있었다. 자신의 남성

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는 대신 말이나 행동으로 이를 대신함으로써 자신이 

가지는 남성성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일단은 지금 여성이니까?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남자로 안 보이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가지 다 입는 것 같아. 남들 신경 안쓰고. …지금은 나를 

남성으로써 어필하려고 뭔가 의상으로 하는 건 없어. 그냥 남성으로 어필하고 싶

으면 행동을 하겠지? 뭐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 나 스스로 맨날 그랬

어. ‘나 이렇게 세심한 남자야, 내가 너 남친보다 낫지’ , 이렇게. 의상으로는 

전혀 없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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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패션스타일을 표

현하고 있었다. 평상시 입고 싶은 옷을 중점으로 두며, 악세서리에도 개성을 

더하나, 때때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누가 이렇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무슨 옷을 입지 하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치마라

던가 아니면 구두? 라던지 그런 것들을 신어 보고 입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살 때

는 고르기가 주저되는. 내가 이걸 사서도 당당히 입고 다닐 수 있을까?” (1) 

 

  연구참여자 8 은 여성의 복식을 일상 속에서 입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러나 지정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답하며, 거주

하는 동네나 부모님 앞에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상태에서 그가 자유롭게 스스로의 패션을 표현하는 장소는 자신

의 방 안 뿐이었다.  

 

“서울 살 때는 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철판 깔고 치마도 입고, 스타킹도 

신고, 화장도 하고 다녔는데. 본가로 내려갔을 때는 고향 사람이 있잖아요. 워낙 

작은 데여서, 도저히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데서. 그리고 엄마가 

…‘너 그런 옷 입으면 사람들이 약간 수근 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입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8)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8 은 자신이 추구하고 입고 싶은 것에 대한 

금기시 때문에 더욱 이러한 복식을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쉽게 허락되지 않으므로, 타협의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

음을 이야기했다. 

 

“일단은 내가 못 해 봤던 거니까. 내가 남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살면서, 

금단, 금기시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힐이라던가, 화장이라던가, 치마라던가. …요

즘에는 약간 시선 신경 쓰일 때는 중성적인 것? 요즘에는 남성복에서도 치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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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릎길이 정도 되는 건 그닥 신경 안 쓰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가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한편 이러한 독자적인 개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규범에 비순응, 이탈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2, 8 은 모두 퀴어 퍼레이드 때에 자

기가 입고 싶은 옷, 재미있는 옷을 추구하고 표현해 본 경험이 있었다.  

 

“눈에 아이라인 했었고, 귀걸이도 했었고, 치마는 짧은 건 없어가지고 그냥 

자켓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짧은 치마처럼 했고, 반스타킹도 신고 이랬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롭고, 되게 짜릿했어요. 퀴퍼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파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스타킹도 신고, 립스틱도 바르고, 

드레스 같은 것도 입고, 그러면서 약간 되게 욕구가 충족이 돼서 되게 재밌었어

요.” (8) 

 

“일단 퀴퍼 갈 때는, 좀 재밌는 걸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 …이

게 pvc 로 만든, 그냥 약간 노란 색깔 나시 같은 거랑, 노란 색깔 핫팬츠인데, 안

에다가 티 팬티랑 여기(유두) 그냥 X 자로 테이프만 붙였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은 나는 좀 재밌고, 이 날은 뭔가 요상한 사람 같아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 (22) 

 

퀴어 퍼레이드는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기억과 더불어 자신의 젠더, 개성

을 온전히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었으며,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롭

다고 느끼며 또 그러한 표현이 허락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일상적 상

황에서 이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젠더를 복식으로 표현할 때 오롯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규범에 의해 다른 무언가로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혼란스러움을 경

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시선과 규범화된 인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그대로 표

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변의 지지가 없으면 스스로가 위축되는 경

험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규범과 자신의 개성을 타협하는 방식으로 패

션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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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적 젠더 모방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은 남성 연구참여자 4 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정체화

의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여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고민이 많았

던 것으로 보였다. 남성의 몸으로 여성과 연애를 해 온 자신이 자신이 트랜스

젠더인 것을 숨기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거듭했으나, 연인과 결혼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

다고 했다. 

 

“그때는 저도, 그때는 이제 좀 더 안드로진, 중성적인 젠더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어떤 의미로는 숨기고 대충 살면서 그냥, 성별도 호르몬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은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내 스스로 취약해지는 부분이어서. …

제일 심했던 게 약간 좀 그런 부분. 남성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

고요. 결혼에 대해서.” (4) 

 

트랜지션을 결심한 이후 여성의 패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매하기 시작

했으며, 자신에게 잘 맞는 사이즈와 스타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성

인이 된 후에도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화장을 배

우고 난 뒤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조금씩 풀려 가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화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다 풀리더라고요 화장한 다음부

터는 이제 화장하는 게 먹히니까는 여성복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되고.” (4) 

 

“맨 처음에는 그냥 중성복 라인에서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성복 티도 사

보다가, 이제 그러다 막 오프숄더가 된것도 막 사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

에 이제 좀더 넓게 입기 시작한 거 같아요. 작년부터. …여성복을 입고 다녀도 별

일 없었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일상에서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거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거죠, 이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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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몸으로 여성으로 보여지도록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신체적으로 가슴이나 성기와 같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질들

을 보완해야 했고, 자신의 골격이나 인체의 선에 어울리는 복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 품이 넓고 퍼프가 있는 블라우스, 플레어 스커트, 긴 기장의 원

피스, 오프숄더, 홀터넥, 슬랙스, 스키니진 등 수많은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만

의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옷을 볼 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가슴이 덜 비어 보이는 것. 여러가

지로. 그래서 리본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무늬 화려한 걸 입는다던지 이런 것

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쪽은 좀 들어가

고 아래쪽은 좀 펑퍼짐한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려줄 수 있는 것들?” (4)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는 바지를 착용하거

나 조금 중성적인 스타일을 하고 외출했을 때 공중 화장실을 가야하는 상황 

등에서 고민을 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젠더를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이제까지 허락되지 않았던 복식을 시도하는 

것은 도전으로 남아있었다. 사회가 규정한 많은 젠더화된 특징들 중에서도 시

크하고 세련된, 모던한 이미지의 여성 복식은 남성의 몸으로 착용하기에 스스

로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학창시절 교복과 같이 금기시되었

던 것들에 대해서도 향수를 느끼고 있었다.  

 

“그 때 사실 교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거니까는. 이제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게 좀 남아있어서 지금 요

새 유니폼같은 스타일을 많이 입는 거 같아요. 약간 조금 되게 블라우스에다가 슬

랙스라던지 블라우스에다 치마라던지 이런 여기다 자켓을 입거나 이런 포멀한 

느낌의 옷을 많이 입는 게 교복의 영향을 받은 거 같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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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퀴어 퍼레이드와 같은 공간은 평소 할 수 없었던 패션을 시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 퀴어퍼레이드에서 치마를 

입어보기 시작하면서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성복을 비교

적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럼에

도 자신이 표현하는 패션스타일이 신체적 특질을 보완하기 위해 화려하거나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가장 일반적인 여성의 복장을 해 보는 것

이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항상 퀴어 퍼레이드가 약간 좀 제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

게 되는 공간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었

거든요. …근데, 올해 퀴퍼는 좀 느낌이 달랐던 게, 사실 어떤 의미로는 제가 스

트레스 푸는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어떤 독특한 룩을 시

도할 건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오히려 되게 일반 스타일 같은 것들은 제

가 못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좀 평범한 옷을 입는 게 저한테는 시도였어

요.” (4) 

 

연구참여자 4 의 경우에,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디스포리아

보다도 젠더를 받아들이고 외적으로 표현하며 트랜지션을 결심한 뒤로는 복

식을 통한 적극적인 젠더 표현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그가 일상 생활에서 

주로 표현하는 것들은 여성적인 특질을 보다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

슴 부분에 화려한 패턴이나 악세서리를 착용함으로 남성의 가슴을 가리거나, 

퍼프, 플레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여성복에서 주로 차용되는 디테일을 입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의복을 비롯하여 화장, 제스처나 행동 등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회적으로 여성성으로 설정된 것들을 모방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은 관습화된 젠더 이미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패션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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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이고 방식이 복식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남성 신체적 특질을 

감출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앞선 경우와 달리, 평상시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는 일부 참여자들

은 명절, 결혼식 등과 같이 복식에서 관습화된 규범이 뚜렷하게 작용하며 다

수의 사회적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에 관습적인 젠더를 모방하는 방식

으로 패션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갓 학창시절에서 벗어나 대

학생활을 하는 연구참여자 1, 16 의 경우에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단정한 학생으로 보여지는 복장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복

장들은 평소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반응들, 

여자답거나 학생답지 못한 것, 단정하지 않은 것, 계집애 같은 취향이라는 등

의 반응을 듣고 싶지 않기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

편 연구참여자 11의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단발 머리의 스타일과 화려한 색채, 

무늬, 중성적인 패션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은 상황이거나 결혼식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시선이 부여되는 상황에서는 전

통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는 정장을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3)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 

 

중립적인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

화된 젠더의 체계에 비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를 바탕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이 복식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

성 또는 여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사회

적으로도 양성 중 한쪽으로 외모를 통해 판단되지 않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립적인 젠더를 복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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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성을 조금 표현하면서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이런 식

으로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

접적으로. 물론 사람들은 보이쉬한 여성으로 보지만.” (19) 

 

“스트릿들 보면 대체로 유니섹스한 느낌이 많잖아요? 누가 입어도 비슷한, 

남성, 여성 딱히 크게 구분 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섹스 스타일을 입는 편인 거죠. 제가 그니까 미스젠더

링 당하는 걸 유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니까 되도록이면 남성처럼 안 보이려고 옷

을 입는 편이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헷갈리게는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입는 스타

일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의도적이죠, 충분히 의도적이죠.” (11) 

 

“주로 중성적인 옷. 아무 성별에 관계없이 입는 옷을 주로 입고, 그러니까 주

로 말하는 젠더리스나 유니섹스 이런 쪽이겠죠. …1순위는 일단 패싱이구요. 딜단 

저는 여성으로 최대한 패싱되고 싶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20) 

 

외적 표현에 있어서 이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를 

헤어 스타일로 꼽았다. 머리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여성 혹은 남

성으로 인지되거나 모호하게 인지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이들이 패션스타일을 남성 또는 여성에게 치우치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하

는 것은 자신의 지성 성별, 그리고 그에 따른 젠더 디스포리아(dysphoria)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젠더 디스포리아란 개인이 타고난 신체나 사회

적으로 지정된 법적 성별, 호칭, 상대방의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위화감, 부적

절함, 불쾌감을 일컫는 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질이 자신의 

젠더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을 압박하는 조끼를 착용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특정한 성별을 전제로 하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냥 2 차 성징이 오는 게 좀 역겨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브래

지어는 안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몸은 점점점 가슴 안보이게 굽게 되고 지금

은 자세가 아예 비뚤어졌어요. …가슴이 드러나는 게 싫다 보니까 구부리고 다니

는 거예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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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애기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부모 분들이, ‘언니/누나한테 안녕 해야

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

다고 형이나 오빠라고 불리는 것도 싫은데. …네 좀 소셜 디스포리아라고. 아무

튼 호칭도 그렇고 바디 그런 쪽도 있어가지고 찜질방이나 수영장도 못 가는 편

이고요. 화장실 가는데도 속상하기도 하고.” (11) 

 

디스포리아와 관련한 고민들을 일상 속에서 공용화장실조차 쉽게 갈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지정 성별에 따라 정해진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성별 무관 화장실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

었다. 외적인 표현뿐 아니라, 평상시의 언어와 행동의 면에서도 성별이 잘 드

러나지 않거나 젠더가 모호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본

래보다 조금 낮거나 높게 내는 방식이나, 말투나 제스처, 웃음소리 등이 그러

한 수행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이성의 요소를 

보이거나, 또는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흔히 얘기하는 끼스럽다는 그런 것들.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웃을 때 ‘호호호’ 하면서 웃는다던지. …흔히 얘기하는 여성스럽게 행동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11) 

 

“조금 목소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디스포리아를 느낄 때

마다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던가 좀. 지금도 낮추고 있는 건데.” 

(20) 

 

자신의 퀴어적 정체성, 무성애적 정체성과 젠더를 복식에서 중성적인 이

미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 외에, 연구참여자 16,17 은, 외적 표현에 있어

서 연구참여자 18의 경우와 같이 페미니즘에서 파생된 탈코르셋 운동의 영향

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배우고 탈코르셋 운동을 접하면서, 

자신들이 여성으로서 수행하고 있던 ‘꾸밈 노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지

나친 여성성을 강조하는 복식은 지양하는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짧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었으며 미니스커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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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스, 귀엽거나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통용되는 이미지로 보여지기를 원치 

않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진정한 탈코

르셋이고 페미니즘적인 복식의 실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회적 인식

이나 젠더화된 외모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제가 스타일을 추구할 때도, 내 스타일이 창녀 같냐, 성녀 같냐, 이게 탈코

일까, 아닐까, 고민을 하더라도 가치판단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창녀처럼 

입든, 성녀처럼 입든, 여성스럽게 입든 남성스럽게 입든, 나는 어쨌거나 그냥 나

다. …바이너리 때문에, 남성성에 속하든 남성성에 속하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

고.” (16)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헤어스타일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지표로 작용한다고 여겼다. 연구참여자 19, 20, 

11 은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해 

여성의 경우 숏컷의 헤어 스타일을 유지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어느 쪽으로

도 패싱되지 않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남성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여성으로 종종 패싱된다며 이

러한 시도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6 의 경우는 숏컷의 헤어 

스타일을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꾸밈 노동’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연구참여자 17 의 경우는 긴 머리라던지, 관습적으로 여성성에 치우

친 젠더를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평소 ‘여성스러운’ 

복식을 착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입하여, 이런 탈코르셋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은 마음을 내비쳤다.  

 

“여성의 젠더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

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입게 되거나 그런 하

고 있는 스타일들이 그런 코르셋에 영향을 받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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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족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나에게 너무 검열하지 말자.” 

(17) 

 

   이처럼 중립적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논바이너리 정체

성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 표현을 수행함으로써 가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가 규정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젠더 이분법에 대한 저항적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젠더 이분

법의 해체를 지지하는 페미니즘 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노

력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신의 젠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주변의 인식

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며, 규범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커뮤니티 내 외모 규범과 패션스타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커뮤니티는 온라인 사이트와 트위터, 그리고 연

구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을 통해 자신과 같거나, 젠더 이분법의 해체와 다양한 젠더를 존중할 것을 지

향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러한 모임

은 실제 생활로 옮겨 오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

서 소속감이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커뮤니티가 단일한 형태를 갖지 않음

에 따라, 이들의 복식에 있어서도 일관된 양식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게

이나 레즈비언처럼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보다도 트랜스젠더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서 내집단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집단 내에서 뚜렷

하게 나타나는 외적 표현에 관한 규범은 부재하였다. 이들 참여자는 모임 내

에서 규범과 관계 없이 자신의 젠더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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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모임은 이들이 자신의 젠더 표현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 복식을 통해서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였다. 

퀴어 퍼레이드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에게 자신이 가진 개성이나 섹슈

얼리티를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뚜렷한 개성

으로 젠더화된 복식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양상이나, 개성과 타협하는 방식으

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했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상

징하는 악세서리를 착용하거나 그러한 상징이 담긴 색상을 패션에 활용하고 

있었다. 복식은 이들에게 정체성을 암시하는 한편 재미있고 다양하며 자유로

운 형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제 3 절 성소수자 패션스타일의 표현 특성 

 

관습적으로 형성되고 내재되어 온 복식 규범들 중에서도 특히 젠더화된 

복식 규범은 참여자들이 패션스타일을 표현에 있어 순응하거나 비순응적인 

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일상 내 다

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성에 따라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으나, 주류

와는 다른 젠더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 과정에

서 패션스타일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성 표현이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법적 성별이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시선을 받는 경우에 

위축되거나,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규범

으로부터 이탈된 복식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패션스타일 

표현은 규범으로부터 순응, 규범과 개성의 타협, 규범에 저항,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파악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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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추구형, 신체관리형은 대개 시스젠더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게

이와 레즈비언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이 유형은 자신의 지정성별에 적합한 것

으로 여겨지는 젠더화된 복식규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범주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개성 추구형(1, 8, 22)과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11, 16, 17, 18, 19, 2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은 자신의 개성을 규범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젠더화된 규범에 비

순응함으로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젠더 이미지를 외적으로 표현

하고자 했다. 관습적 젠더 모방형은 연구참여자 (4, 23)에서 두드러졌다. 이

들은 관습적으로 여성, 남성의 것으로 여겨지는 패션 아이템을 활용하여 젠더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에 적합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모방적인 패션스타일 

활용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암묵적 복식 규범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일시

적으로 관습적 젠더를 모방하는 상황도 보여졌으며(1, 11, 16)이 경우에 자신

이 가진 개성과의 타협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한 상황에서

는 규범에 이탈/비순응적인 방식으로서 개성 추구적인 패션스타일 활용을 나

타냈다(8, 13, 22). 이러한 경우는 퀴어 퍼레이드, 집단 내 소모임 및 행사와 

같은 한정된 상황에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재미를 추

구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성소수자는 주류 규범으로부터 분리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었다. 성소

수자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영역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파트너를 찾기 위한 공

간으로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었다. 성소수자는 과거에 ‘동성애’

를 하는 단일한 집단으로 여겨졌으나, 그 내부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젠더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이미 성

소수자 범주 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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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의 성 전환자를 의미했던 좁은 의미의 트랜스젠더의 범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너리와, 성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젠더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논바이너리로 나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은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에 소속되

거나 그 안에서 자신의 젠더에 따라 소모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내집단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외모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외모 규범에 따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규범화된 외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

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바이섹슈얼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대비하여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참여자 10, 23 은 게

이 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동성을 만나기 위해 커

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

운 만남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에

서는 통용되는 외모 표현과 관련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젠더정

체성을 상징하는 악세서리를 활용함으로써 정체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한

편 소속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 표현 방식은  시스젠

더 집단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를 다수 드러낸 시스젠더 집단은 자신의 젠더 표현에 있어 주

어진 성별에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식가능한 범위 내에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다. 패션은 게이나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

다 자신의 개성이나 매력성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섹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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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

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젠더화된 복식 규범

의 인식가능성의 틀 안에서, 전형을 따르거나 보다 중립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레즈비언의 규범에 비순응적인 태도는 참여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보다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을 활용하고 있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지정 성별에 대한 수

용 여부가 정체화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자신의 젠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

민하고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젠더를 가지는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복식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치는 과정을 경험하며 따라서 젠더화

된 복식의 규범에 대해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화된 복식 규범의 

틀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젠

더를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관습적으로 형성된 젠더 이미지를 모방하고, 이러

한 모방의 시도가 좌절됨으로 자신의 개성과 타협하여 패션스타일을 표현하

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에 치우치지 않은 젠더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시도 또

한 다수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패션스타일 표현

은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페미니즘과 관련한 것이거나, 자신의 젠더를 외적

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분법적으로 젠더화된 패션에 대한 비순응적 태도를 드

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패션스타일 표현은 규범으로부터 순응, 규범과 개성의 

타협, 규범에 저항,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파악되었

으며, 연속체의 각 대응 태도에 따라서도 패션스타일의 표현 양상에 따라 개

성추구형, 신체관리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으로 

나뉘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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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관습적 젠더 규범 대응에 따른 패션스타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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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는 비가시적이며 주류 규범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는 한국의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상황과 그에 따른 패

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양성의 평등과 

젠더 이분법 해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

하게 분화되는 젠더정체성이 패션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무엇으로

부터 영향받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에 내재하는 젠더화된 복식 규

범과 성소수자 문화 내에서 규범화된 외모 표현에 대한 참여자들의 대응 방

식과 그에 따른 패션스타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Foucault 와 Butler 의 논의는 젠더가 권력의 효과로 나타나며 주체가 젠

더를 수행함으로 규범의 안팎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정체성을 구성함을 드러

낸다. 따라서 젠더는 행위로, 행위의 의미가 규범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구

조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고 규범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함으

로써 규범의 변동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  개인은 주체화 과정 속에서 구

조를 이루는 규범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

고 이를 행위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은연중에 반영한다. 복식, 언어, 

행동과 같이 외면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즉 규범화된 것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복식이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복식 활용은 수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소수자들은 다양하게 분화된 명명 체계를 통해 스스로를 정체화하며 

자신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정체화의 결과는 

가변적으로 나타나며,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체성의 변화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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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불확정성을 인지하는 것은 젠더의 확장적, 유동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젠더는 개인의 젠더와 관련한 수행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논바이너리 젠더를 

추구하는 것은 젠더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을 나타낸다. 이

러한 흐름은 개인을 특정한 젠더로 재단하거나 이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부

여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한 태도는 순응, 개성과 타협, 비순

응, 이탈이라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

른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집단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구로부터 유입된 게이와 

레즈비언의 복식 문화는 한국 화(化)되어 국내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에서 형성된 복식 규범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집단성이 강조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남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패션스타일을 주류 이성애 중심의 복식 문화와 구별되기 어렵도

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집단은 대개 규범에 순응하여 규범으로부터 

인식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식을 활용한다. 특히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패션은 

젠더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이나 매력성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독립

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 내에 복식과 관련한 암묵적이고 강한 규범

이 존재하므로 문화 내 개인은 젠더화된 복식 규범보다도 문화 내 규범에 의

해 더욱 영향받는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복식은 집단 내에서 소속

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파트너 쉽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게이

와레즈비언의 패션스타일에서 젠더정체성은 은연중에 반영되는 형식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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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섹슈얼은 게이나 레즈비언 커뮤니티 속에 섞여 나타나거나, 독립된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은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순응하지 않

으며, 자신의 젠더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한 패션스타일을 찾고자 노력한다. 

지정 성별과 합치되지 않는 젠더를 보유함에 따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에

게 복식은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

며, 복식을 통한 젠더 표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개성과 

타협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젠더 이분법을 지양하는 태도를 복식을 통

해 표현함으로, 중립적인 젠더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이분법적 체계를 벗어

난 다양한 젠더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집단은 매우 세분화된 젠더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

인 포괄적인 범주이므로 집단 내에 동질적인 문화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고,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암

시하는 상징을 통해 가시화의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향을 패

션을 통해 표현하며, 다양해진 젠더와 내면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 패

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식을 통해 젠더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고자 하기보다, 다양한 범주의 젠더정체성은 곧 젠더화된 복식 규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패션을 달리 활용함으로 다양한 젠더정체

성의 가시화를 도모한다. 젠더정체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젠더화된 

복식의 규범에 보다 많은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경계를 필요로 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패션은 젠더를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개인 간의 관

계와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패션은 개인 간 상호작용 속

에서 소속감을 드러내며 관계로 포섭될 수 있는 수단이다. 개인 간에 패션스

타일을 통해 젠더를 표현하는 행위는 사적이고 특정된 관계로 포섭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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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도 패션은 규범에 대응하는 수

단으로 역할하여 인식가능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패션스타일의 표현은 규범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젠더의 표현 수단으로서 패션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국내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규범에 대응하

는 태도에 따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세분화된 성소수자 집단의 특성

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해진 젠더정체성과 발달하는 젠더 감수성은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있다. 보다 중요

한 것은 패션이 개인의 젠더정체성을 드러내는 뚜렷한 지표이기보다 젠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데에 있다. 복식을 통해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

리티를 드러내고 이를 존중함으로써 패션의 가능성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패션을 활용하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민을 이해하며 

이들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는 패션 제품의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제품의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서 제공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남성에게 특히 제한된 컬러, 디테일, 실루엣

의 선택에서 따르는 불편을 비롯하여, 금기시되는 이성의 복식 요소,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정된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해야 하는 심리적 제약

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복식에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나, 남성이 가지는 섹슈얼리티, 여성이 가지는 

섹슈얼리티를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패션 제품 컨셉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에 기초를 두고 기획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컬러의 다양화, 신체적 특질을 반영한 패턴의 구현, 각 섹슈얼리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등 모든 단계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각화

된 패션 제품의 생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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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20-40 대에 속한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집단 간, 세대 간에 보여지는 세분화된 특

징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정

체성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을 아닐지라도, 연구에 참여 의사를 자발적

으로 밝히고 연구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벽장’에 속한 성소수자를 다수 포

함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서 보다 세분화된 각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식 활용에 접근함으로써 세분화된 패션의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밝

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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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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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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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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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society, fashion is a major medium of expressing 

individuality and identity, and discussions about fashion and gender have 

been made steadily. The meaning of gender is expanding and it has 

become important to improve gender equality, and to break down the 

gender dichotomy in modern society. This social trend has also emerged 

in the fashion fiel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the genderless trend. 

Various gender and gender expression through fashion are drawing 

attention.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gender has affected the 

visibility of the existence of gender minorities who are distinct from 

mainstream heterosexual norms. Relevant discourses of gender minorities 

began in Korea since the 1990s, and today it has been developing more 

radical than ever. Also the gender minority's presence in culture and 

media areas as well as political issues is becoming more visible.  



 120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ed to pay attention to how the gender 

minorities in Korea express their identity through the clothes as a means 

of expressing the gender. In the view that socialized dress codes and 

gender minority cultural norms may have implicit influence in expressing 

fashion styles in everyday situations, the ministry decided to identify the 

aspects of the regulations that affect the use of the clothes, draw specific 

meanings, and clarify the specificities of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Korea.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looked at changes in discourse related to the gender identity since the 

1970s, and also reviewed historically the gendered norms in clothing area 

as well as its cultural clothing norms shown in history of gender minorities. 

From the view of post-constructionist, the meaning of gender appears to 

be an act of obtaining meaning from a sociocultural context. Thus, by 

approaching the wearer's clothes as a means of performing the gender, 

the wearer's clothing can be effectively understoo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earch are as follows: Attitudes to the 

gendered dress norms in everyday style were divided into compliance, 

individuality and compromise, non-compliance and deviation. Within this 

set of processes the gender minority was found to have different fashion 

styles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 the norm, and there we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gay, lesbian, bisexual group and the non-binary 

transgender group that rejected the prescribe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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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lesbian, and bisexual group generally conform to the gendered 

dress norms and use them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taste and positive 

body image. Some participants were using fashion to be seen as a neutral 

gender image, taking a resisting attitude to the norm, which was intended 

to free themselves from a gender image that was neither biased toward 

men nor women. A participant, who switched one’s attitude between 

compromising and non-adaptive to the norm, was using clothes in a way 

that mimics the conventionally formed genders, which was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norms. Gay and lesbian people 

formed their own communities and there are rules related to dress that 

form within the community. In the gay community, norms exist for 

prescriptive body language and for the body type, and in the lesbian 

community implicitly prescriptive external expression implies the identity 

of the butch and the femme. 

Non-binary transgender, on the other hand, is influenced by the 

gendered dress norms much more than another group. This group put an 

effort to expressing their gender through clothes and experiences 

confusion when the fashion style does not acquire the norm or the 

intended meaning by social eyes. They do not form a single community, 

and even within the community, rules related to doubles are absent, 

attitudes of respect for diversity take precedence, and use accessories to 

express and communicate their identity.  

In other words, in the everyday situation of the sex minority, clothing 

is influenced by both social and cultural norms. The meaning of one’s 

clothing can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norms, and th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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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 performs the accepted or challenging to norms. Based on social 

trends related to diversification of gender category and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ulture, gender minorities experiencing the change of attitude 

toward the dress norms which is reformed continuously. Through this 

process, the norm goes through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the 

clothes serve as a medium of expressing oneself and a gender in society 

and cultur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has an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has expanded the potential 

of fashion to express sexuality and gender, in consideration of fashion 

styles in a variety of Korean gender minority groups. It can also be 

provided as a basis for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fashion products 

that can express a wider variety of sexuality by approaching the concerns 

experienced when using clothes in daily lif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does not reveal the detailed features between genders.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fact that participants have not been able to recruit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by exposing and participating in their identity, and 

not including many participants in the 'closet'. As a follow-up study, we 

hope that the study of each more detailed group will be carried out. 

 

Keywords : Gender Identity, Gender Minorities, Clothing Norm, Fashion 

Style 

Student Number : 2017-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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