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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속한 변화를 겪어 온 한국 여성복

의 변화를 도덕성과 련하여 고찰하 다.한국은 해방 이후 결핍과 혼

란의 시기를 거쳐 놀라운 속도로 발 하 고,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세계화 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오늘날은 한류 열풍이라는 새로운 문화

상을 통해 해외로 차 향력을 넓 가기에 이르 다.이러한 과정에

서 외부와의 문화 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유교 사상을 심으로 한 우

리 민족 고유의 가치 과 도덕 념은 계속해서 흔들려왔다.이러한 사회

문화 맥락은 한국 복식의 변천에 직간 인 향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복식도덕성의 개념도 변화해 왔다.특히 한국은 1986년에 개최된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을 개최한 이후 본격 으로 로벌리

즘과 다원화 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따라서 1990년 ․후의 사회

문화 맥락에 변화가 있었으며,그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의미에도 변화

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밝히기 해 본 연구는 도덕성의 개념과 철학․사회학 의

도덕성 논의를 통해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복식도덕성을

이루는 범주와 이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을 고찰하여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후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도덕성은 도덕 본성으로서,도덕의 원리․가치․ 단․행동을

포 하는 개념이다.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나타난 도덕성에 한 논의

들은 도덕성의 주체에 따라 개인 ․사회 인 것으로 나 수 있고,도

덕성의 내용을 용 범 와 내용의 변화에 따라 보편 ․다원 ,불변

․가변 인 입장으로 나눠 볼 수 있었다.개인이나 사회에 상 없이

보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과,개인이 속한 사회나 시 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원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변 인 도덕성으로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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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복식도덕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 기 과 그 내용이 변화

하며,착용자가 속한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는다.복식의 도덕성은

정숙성,물신성,유행성,산업윤리성,기능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숙성은 신체의 노출과 복식규범의

수에 한 것이며,물신성은 복식에서의 사치․낭비․과소비․유행 추

종․쾌락의 측면에 한 것이다.유행성은 시 이상미로 수용된

유행에의 동조와 그 미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고,산업윤리성은 기업윤

리와 소비윤리 등 패션 산업의 윤리 이슈에 한 것하며,기능성

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건강․ 생․쾌 성․신체활동의 증진과

련이 있다.

셋째,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에 향

을 미친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은 도덕 아노미 상태,서구문명의 무

분별수용,가족가치 과 성(性)도덕의 변화,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

치 풍조,환경문제 인식의 미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고찰되었으며,이

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숙성의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신체 노출 복식이 유행하여 비난의

상이 되었고, 사회의 형성으로 T.P.O.에 합한 차림이 추구되었다.

물신성의 측면에서는 외제품 수와 선호 상,부유층의 호화로운 서구

양장 스타일,복식의 사치와 과소비가 비난되었다.유행성의 측면에서

무조건 인 서구 유행의 추종은 비난의 상으로 여겨졌으나, 차 미

원리로 서구 스타일이 용되었으며,개인 표 의 자유와 함께 개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산업윤리성의 측면에서는 도덕 의식이 미비하여

노동문제나 환경오염에 한 수동 인 처로 논의되었다.기능성의 측

면에서는 한복의 개량과 의복 간소화 운동이 나타났고,실용 이고 편리

한 양장이 보편화되었으며,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가 등장하 다.

넷째,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

친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은 도덕 불신과 투명성의 결여,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가족가치 의 변화와 건강․ 음의 추구,소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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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문화와 성 개방․성 상품화,환경보호의 움직임이라는 다섯 가지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숙성의 측면에서 신체의 노출은 논란의 상이 되고 있음에도 노출

부 와 그 방법이 더욱 담해졌고,오히려 잘 리된 신체로서 정

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 한 부 한 옷차림은 여 히 비 의 상이

되고 있으나,상황에 따라 복식규범이 약화되기도 하 다.물신성의 측면

에서 복식의 사치,낭비,과소비는 비 의 상이 되었으나,사치와 과소

비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쾌락추구,자기만족을 한 것으로서 정

으로 해석되기도 하 다.유행성의 측면에서 한국여성의 복식은 로

벌 트 드에 직 인 향을 받고 있으며, 유행을 따르는 것이 도

덕 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반면,개성의 추구와 개인취향의 표 으

로서 다양한 스타일이 존 되기도 하 다.산업윤리성의 범주에서는 윤

리 이슈에 한 인식이 확 되었으며,기업과 소비자의 윤리성 회복의

움직임이 차 강화되고 있었다.기능성은 섬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

능성 소재의 사용과 상황별 복식의 세분화로 더욱 극 으로 추구되고

있었다.

다섯째,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을 1990년 ․후로 비교했을 때,한

국의 도덕성은 세계화,정보화 시 로의 진입으로 더욱 다원화되었으며,

통 가치 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따라 한국여성의 복

식도덕성 해석에 변화를 보 는데,정숙성․물신성․유행성은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는 다원 이고 가변 인 가치로 나타났고,1990년

이후 다원 시각에서 상황에 따라 해석의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

다.한편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보편 이고 불변하는 가치로서 이것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 을 받았고,1990년 이후 이에 한 인식

이 확 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는 생활문화 가장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여성의 복식에 그 로 반 되고 있었다.한국의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도덕성과 련한 미의식의 변화는 한국 여성 복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 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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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이후 서양문화의 수용에서 시작하여 산업화․세계화를

지향하게 되기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와 함께 한국의 여성 복식에

한 사 측면을 기록한 것으로,한국 복식이 화된 과정에 있어서

복식도덕성의 패러다임을 탐색하여 한국 복식의 이해를 돕는 기 자료

의 축 이 된다.

주요어 :복식도덕성,정숙성,물신성,유행성,산업윤리성,기능성

학 번 :200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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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 인은 풍요롭고 안락하며 편리한 생

활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방 한 양의 정보 달과 실시간 커뮤

니 이션의 확산으로 인해 가치 의 혼동을 겪게 되었고,개인의 다양한

취향이 요시되며 기성도덕이 붕괴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이러한 사회 분 기는 종래의 가치 에 도 하는 새로운 태

도들을 다양한 문화 상의 하나로 여기도록 하며,다양성과 차이가 공

존하게 한다.그러나 이 역시 정보의 과잉,진정성의 결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 고,진실된 가치가 무엇인가에 한 물음과 갈증을 낳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해 최근 우리 사회에는 도덕 가치의 회복과 투명성의

사회,‘바르게 살기’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복식 한 이러한 사회문화 배경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개인의 취향이 요시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복식

스타일이 혼재하고 있다.표 의 자유와 물신주의에 한 욕망의 팽배로

인해 복식은 개인의 기호와 내 욕구의 표 뿐 아니라 소비의 상이

되고 있다. 한 사회 반에 복식의 향력이 차 커지고 있으며 복합

이고 다원 인 패션이 동시다발 으로 제안되고 확산되었다.의복의

기능에서 신체 보호나 계층표 보다는 자기표 이 강화되며,의복을 사

회에 응하기 한 수단으로 극 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

면,획일화되고 규범화된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반규범 인 행동도 나

타난다. 통 인 성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의복에서 남녀 간의 성차도

어들게 되며,성보다는 개성이 요하게 된다.1)신속 응시스템(QRS)

을 통한 패스트 패션(fastfashion)이 등장하 고,속옷의 겉옷화 상,

성 특징의 교차 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 들도 명품 패

1)이은 (2001),『패션마 』,서울:교문사,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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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치와 과시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신

체의 노출을 통해 더욱 개방 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 한다.

의 복식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연결된 고리를 가지면서도 다름과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개인의 취향의 차별화에 따른 욕망의 수단으

로서 패션의 미 가치는 패션에서의 민주화,탈 심화,불확정성이며,

이러한 패션을 통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 그 무언가의

심을 잡으려는 정신 인 모험과 분투를 엿볼 수 있다2). 사회가

도덕성 회복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련하여 복식도덕성에 하여 생각

할 때,‘복식도덕성이란 무엇인가?’에 한 답변은 먼 인간이 복식을

착용하게 되는 근본 동기에서 출발하여 복식의 기원 기능과 함께

복식이 지닌 속성,즉 복식의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로 설명

해볼 수 있다.복식은 착용 동기가 되는 보호,장식,정숙의 욕구에 합하

고,그 기능에 충실한 것이 도덕 이며,복식의 변화하는 속성에 따라 시

와 사회문화 인 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제해야 한다.

복식은 끊임없이 도덕가들의 비난과 질타의 상이 되어왔다.서양의

복식사를 통틀어 정숙하지 못하고 의에 어 나는 복식, 무 사치스럽

거나 신체의 질병을 유발하고 활동에 불편을 주는 복식은 늘 비 의

상이 되어왔다. 체로 복식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비 들이 명확히 ‘도

덕’을 언 한 경우는 별로 없으나,궁극 으로는 이 모든 비 이 복식의

‘도덕성’과 련된다고 할 수 있다.도덕은 선과 악 뿐만 아니라 옳고 그

름에 한 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이다3).19세기 반까지도 복식은 주로

철학자나 도덕가에 의해 비 으로 다루어졌던 주제 으며,복식에

한 비평은 항상 도덕 비 으로 이어졌다.그러나 20세기 반에 들어

서면서 패션을 개인 ․사회 측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하 고,1950년

부터는 패션을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상으로 여기게 되었다.4)

복식도덕성에 련하여 뤼겔(Flügel)5)은 사람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2)김민자(2004),『복식미학강의 2』,서울:교문사,pp.210-271.

3)신소윤(1994),“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한 사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p.1.

4)손미 ․이성희(2010),『한국의 패션 리즘:미디어로 보는 패션의 역사와 경

향』,서울:지식의 날개,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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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인 동기가 무엇인지 탐색하 고,인간의 성욕과 무의식을 연구한

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과 쾌락주의 윤리에 향을 받아 복식의

도덕원리를 탐구하 다.특히 복식의 착용 동기 장식과 정숙은 복식

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서로 모순되는 양면 계에 있다고 보

는 ‘양면성(ambivalence)’이론을 설명했다.인간은 상 방의 심을 끌

기 해 장식 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신체를 노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정숙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신체를 은폐하려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6)즉,인간은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두 가

지의 모순되는 경향을 충족시키고자 하 으며,정숙성을 해 신체를 가

리고자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에로틱한 분 기를 연출하고 신체

의 매력을 강조하게 되는 양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장식과 정숙의

양면성으로 인한 충돌은 복식에 하여 어떠한 것이 도덕 으로 옳고 그

른지에 한 논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한 복식도덕성과 련하여

뤼겔은 어떠한 의복이 좋고 나쁜지,어떠한 경향에 해 찬성하고 반

하는지를 논할 때,인간의 삶 속에서 의복은 언제나 미와 추,정숙과

비정숙,건강과 질병,값싼 것과 값비싼 것, 합한 것과 부 합한 것,패

셔 블한 것과 스러운 것,좋거나 나쁜 디자인으로 평가된다고 하

다.7)한편 헐록(Hurlock)8)은 유행이 지속된다는 것은 인간 본질의 어떠

한 지속 인 경향과 특질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유행을 일으키는

인간 행동 형태의 그 근본 인 동기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 다.리베

이로(Ribeiro)9)는 복식이 이성 이고 실질 인 측면 보다는 비이성 인

습이나 미신까지도 포함하는 통에 더 향을 받으며,여론과 의식

습의 힘에 지배를 받는다는 에서 복식도덕성을 사회 습과

의 계에 을 두고 살펴보았다.

5)John CarlFlügel(1930),『ThePsychology ofClothes』,London:Pandora

press.

6) 의 책,pp.20-22.

7) 의 책,p.181.

8)ElizabethB.Hurlock,임숙자 외 역(1929),『의복의 심리학(ThePsychologyof

Dress)-유행과 그 동기의 분석』,서울:교문사.

9)AileenRibeiro(1986),『Dress& Morality』,London:B.T.Batsford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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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은 역사를 통틀어 다른 의미들을 함축해왔으며,그 의미와 요성

은 다른 사회 구조에서 사회 습과 사람들의 의복 습 에 맞추어 가

며 변화해왔고,이러한 복식에 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복식 상도

변화했다.10)따라서 복식의 도덕성이 복식의 기원과 기능에서 시작하여

산업화 시 ,그리고 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미 변화를 거쳐 왔으

며,그 해석에 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 맥락은 어떠한지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복식사를 간단히 살펴보면,갑신정변(1884년)의 복식 개 을 통

해 복식의 간소화가 시작되었고 갑오경장(1894년)을 기 으로 하여 상류

층 심으로 근 화의 상징인 양복을 차 수용하기 시작했다.일제강

기(1910-1945년)에는 통복식인 한복이 일상복에서 의례복으로 정착되

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당시 한국복식은 사회의 제도 측면과 개

화사상의 향으로 서양복식의 형태를 그 로 수용하거나 서양 요소를

일부 차용하는 등 통 복식과 서양복의 이 복식 형태가 나타났다.

한 차 통복식인 한복스타일이 변형되어 생활한복이 창조되기 시작

하 다.서양 복식의 도입을 통해 통복식인 한복과 서양 복식이 목

된 창의 인 디자인이 제시되기도 했다.1980년 이후부터는 복제에 의

한 서양 복식의 수용에서 서서히 주체 인 디자인이 복식 산업으로 정착

되었다11). 매체의 향으로 미국의 TV 시리즈 드라마인 ‘ 즈

(Friends)’(1994∼2004년)와 ‘섹스 앤 더 시티(Sexandthecity)’(1998∼

2004년)에서 보 던 패션과 라이 스타일은 한국의 복식에도 향

을 미쳤고,1990년 부터 시작된 생활 속의 인터넷은 2000년 들어 정보

달과 패션을 비롯한 상품의 구매와 매에 있어서 큰 비 을 차지하는

도구가 되었다12). 매체의 향뿐만 아니라,해외 이나 유학의 증

가로 서구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었고,수입 랜드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소비문화에도 많은 향을 끼쳤다.한국은 이제 세련된 로벌 패

10) Yuniya Kawamura(2005),『Fashion-ology:An Introduction to Fashion

Studies』,Oxford:Berg,pp.4-5.

11)김민자(2009),『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총서 26-한국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서울:서울 학교출 문화원,pp.173-182.

12)김민자 외(2010),『서양패션멀티콘텐츠』,서울:교문사,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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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트 드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스타일 국의 반열에 올랐다13). 한

최근에는 웰빙 문화의 등장과 환경오염,생태계 괴,자원의 낭비,노동

문제 등에 한 심의 증가로 친환경 패션,윤리 소비,기업의 사회

책임과 같은 개념들이 두되면서 패션 산업의 윤리 측면과 련한 다

양한 패션 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복식의 변천 과정에서 문화 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

해 활발히 일어나면서 복식도덕성 개념도 변화하 다.그 로,1960∼70

년 에 은이들 사이에 선풍 으로 유행했던 미니스커트와 장발 차림은

당시 사회 통념에 의해 외설 이고 퇴폐 이라는 이유로 법 제재까

지 받았으나,그 이후로는 그와 유사한 스타일의 복식이 하나의 유행

상으로서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다14).1990년 이후부터는 자신의 인

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개인

주의 가치 으로 인해 본인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변화된 가치 을 보

여 다.이러한 노출의 시 를 맞아 미인의 조건이 얼굴에서 각선미 등

몸매로 옮겨가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여성복은 성,연령,계 ,

TPO 등을 기 으로 한 구별이 없어지고 이 까지 패션에 용되던

통 인 기 은 무의미해졌으며 새로운 기 을 통해서 패션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15)이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를 통

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러한 도덕성의 변화는 한국 복식을 변화시킨 원동력으로서 미래의 복식

변화를 어느 정도 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 복식의 도덕성과 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신소윤16)은 개

화기,일제 반기,일제후반기, 쟁 후기,문화격동기,최근세기로 시기

를 구분하고 도덕성 요인을 정숙성,유행성,사치성,기능성으로 보았다.

하지수17)는 1980년 와 1990년 의 한국 은이들을 상으로 스트리트

13)이재정․박신미(2011),『패션,문화를 말하다』,서울: 경,p.331.

14)신소윤,앞의 책,p.2.

15)하지수(2005),“한국 스트리트 패션에서 도덕성과 련한 미의식 변화에 한 연

구”,한국의류학회지,29(2),pp.187-188.

16)신소윤(1993),앞의 책.

17)하지수,앞의 책,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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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 시기의 도덕성과 미의식의 변화를 고찰

하 으며,정숙성과 사치성 요인으로 이를 설명하 다. 한 한국 복식의

변천이나 화에 련한 연구는 많았으나,복식도덕성과 련지어 이

루어진 연구는 부족하며,이들 연구는 1990년 까지의 상황을 연구한 것

에 그치고 있다.그 외의 정숙성,유행성,사치성,기능성 등에 한

한국의 여성복식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숙성에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손희순18)은 신체 노출에 한

정숙성의 개념은 습의 문제이며 국가와 개인에 따라 다르고 동일 사회

안에서도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하 다.강경

자19),20)는 인간의 자아실 과 기본욕구가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았는데,정숙성은 의복에서 자아를 성취하기 한 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인간의 욕구와 련된 의복착용동기로서 의

복 선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고애란․강혜원21)은 의복에서의 정

숙성 정도가 착용자의 정숙성에 한 찰자의 인상형성에 향을 미치

며,우리나라에서 의복 정숙성에 한 수용 기 은 연령이 낮아짐에 따

라 완화되고 있다고 하 다. 한 최종명22)은 통 성역할에 정 인

태도를 가질수록 정숙한 의복을 요시한다고 하 으며,강경자23)는

1990년 의 사회 변화로 인해 의복 선택에 있어서 정숙성이 약화되었

다고 하 다.

유행성에 한 선행연구로는 복식미학이나 디자인분야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미 특성,당 의 유행 스타일,패션 트 드에 한 연구24)25)26)

18) 손희순(1984), “의복의 정숙성에 한 고찰”, 배재 학교 논문집, -(5),

pp.383-414.

19)강경자(1992),“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 연구(1)-자아

실 을 심으로-”, 한가정학회지,30(4),pp.27-38.

20)강경자(1994),“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 연구(2)-기본

욕구를 심으로-”,한국의류학회지,18(2),pp.180-188.

21)고애란․강혜원(1992),“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16(39),pp.181-195.

22)최종명(2000),“ 학생의 성역할에 한 태도와 의복의 정숙성”,서원 학교 학

생생활연구,18(-),pp.47-58.

23)강경자(2001),“1990년 신세 의 의복 정숙성에 한 연구”,복식,51(3),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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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행확산과 동조, 신이나 선도,채택 등의 유행 상 소비자 행

동에 한 마 연구27)28)29),그리고 복식사회심리 분야의 의복 착용

동기와 련한 유행 상30)에 한 연구 등이 있었다.

사치성에 한 선행연구로 김수진31)은 해방 후 시작된 여성복의 유행

상을 사치로 보는 비 에 하여 논하 고,문재윤32)은 한국 복식 문

화에서 나타나는 사치 양상은 양 인 사치에서 질 인 사치로 변화하

으며,고색창연․고품질․장인정신․희소성․개인 가치 등 질 인 사

치가 지니는 역사 가치와 상 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하 다. 한 사치

와 련하여 과시 소비33)34)나 명품 소비35)36)37)38)에 한 연구가 많았

24)이은 (1997),“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 유행 패션의 경향에 한 연구”,복

식문화연구,5(4),pp.54-67.

25)김지연(2009),“패션과 메이크업 트 드에 한 연구”,한국디자인포럼,22(-),

pp.79-92.

26)김 인․한소원(1999),“1990년 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한

국의류학회지,23(2),pp.296-306.

27)황진숙(2010),“유행 신성과 민족정체성에 따른 한국 이미지의 의복 선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12(3),pp.17-31.

28)정인희․김상완(2007),“ 랜드 환 매트릭스를 용한 캐주얼웨어 시장의 유행

상 분석”,복식문화연구,15(3),pp.525-540.

29)최윤정․김미숙(1999),“유행 태도에 따른 여고생 의복구매행동에 한 연구”,

복식문화연구,7(4),pp.111-126.

30)정인희․이은 (1999),“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 상의 상호작용에 한 질 연

구”,한국의류학회지,23(1),pp.128-139.

31)김수진(2007),“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통과 근 의 젠더정치 -해방이

후～1960년 반을 심으로-”,페미니즘연구,7(2),pp.281-320.

32)문재윤(2011),“한국 복식 문화의 사치에 한 연구-1980․1990․2000년 사례

를 심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33)이승희 외(2002),“과시소비성향과 정장 수입 랜드 선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26(1),pp.3-14.

34)김선 (2000),“신세 여성 소비자의 과시 소비에 한 연구”,가톨릭 학교

박사학 논문.

35)이가나․신수연(2012),“20-30 여성 소비자들의 소비가치 유형에 따른 해외

패션명품 랜드 가방 구매행동”,한국의류산업학회지,14(4),pp.554-566.

36)서용한 외(2011),“체면이 명품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한국의류

산업학회지,13(1),pp.25-31.

37)이승희․김미 (2007),“패션 복제품 태도가 명품 랜드 련 변인에 미치는

향”,한국의류학회지,31(9,10),1431-1441.

38)박혜정․ 경숙(2004),“물질주의와 해외 명품 랜드 구매 태도:소비자 자국주

의의 조 효과”,한국의류학회지,28(9,10),pp.119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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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성에 한 선행연구로는 한국복식 미국화의 미 특성으로 기능성

을 살펴본 최수아의 연구39)가 있었고,그 외에는 부분 기능성 소재,기

능성 의류제품 등에 한 연구가 많았다.특히 최근에는 고기능성을 지

향하는 의류로서 스포츠 웨어나 아웃도어웨어에 한 연구40)41)42)가

증가했다.그 외에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착의 평가43),동작기능

성44),유니폼이나 군복,작업복과 같은 특수복45)46),디지털(digital)의

류47),스마트(smart)의류48)등 복식의 기능성 향상과 첨단 기술의 용

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복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도덕

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복식의 도덕성을 이루는 범주를 살펴본 후,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도덕 가치 변화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특히

1990년 를 ․후로 하여 복식도덕성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화에

진입하 으며,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자유무역의 추진,

39)최수아(2011),“한국 복식문화의 근, 화 과정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복식,

61(3),pp.1-19.

40)박우미 외(2003),“운동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개발 연

구”,복식,52(8),pp.29-39.

41)정인희(2009a),“웰빙 라이 스타일과 기능성 섬유에 한 지식이 고기능성 스포

츠 웨어의 요도 지각에 미치는 향”,한국의류학회지,33(9),pp.1495-1505.

42)김인혜․하지수(2012),“국내 아웃도어웨어 디자인 특성에 한 연구”한국패션

디자인학회지,12(1),pp.93-109.

43)박선경(2004),“여성복의 기능성 향상을 한 착의 평가에 한 연구-소매산 높

이 변화에 따른 기능성 측정을 심으로-”,복식문화연구,12(2),pp.249-261.

44)박길순(2009),“소매산의 높이와 신축성 유무에 따른 동작기능성에 한 연구-

여고생 여름 교복 블라우스를 심으로-”,복식문화연구,17(6),pp.992-1008.

45)하선주 외(2008),“철도근로자 작업복 기능성 향상을 한 연구:착의 평가를

심으로”,복식,58(7),pp.43-59.

46)최지숙 외(2003),“육군 투복의 기능성 향상을 한 연구”,복식,53(5),

pp.141-153.

47)곽태기(2009),“디지털 의류의 시 개발 경향 연구”,복식,59(4),pp.111-125.

48)이정란(2011),“웨어러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고기능 스마트 재킷 설계 제

안”,한국의류학회지,35(3),pp.2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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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외환 기를 겪으며 본격 인 세계화,다원화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소비문화가 정착되었고 생활수 이

향상되었으며,사회 반에서 화의 경향이 뚜렷해졌다.49) 따라서

1990년 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인 변화의 기 이 된 시기로서 복

식도덕성에 요한 향을 미친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1990년 이

과 이후의 복식도덕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도덕성의 일반 인 개념을 정리하고 철학 ․사회학 에서

도덕성을 살펴본다.

둘째,철학 ․사회학 에서의 도덕성과 복식에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복식도덕성의 범주를 유추하고,복식도덕성 분석을 한 시각

을 제시한다.

셋째,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요인과 여

성 복식도덕성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사 고찰한다.

넷째,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요인과 여성 복

식도덕성에 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다섯째,1990년 ․후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복식도덕성의 패러다임을 정립한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여성 복식에 한 사 측면을 기록한 것으

로 복식사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으며,해방 이후 서양 문화의 수용에

서 시작하여 산업화․세계화를 지향하게 되기까지의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를 통해 한국 복식이 화된 과정에 있어서 도덕성 패러다임을 탐

색하는 작업으로,한국 복식의 이해를 돕는 기 자료의 축 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문화변동에

따른 도덕성과 련한 미의식 변화를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여성의 복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9) 완길 외(1995),『한국 생활문화 100년』,서울:도서출 장원,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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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에서는 복식도덕성과 련한 다양한 논의 사회문화 맥락

을 한국여성의 복식에 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수행하기 하여

한국의 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도덕성 변화에

향을 사회문화 요인을 살펴보고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이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신문,인터넷 자료, 련 서 논문 등을 통한 사

문헌연구와 실증 사례연구를 병행한다.먼 복식의 도덕성에 한

일반 고찰을 하여 선행 연구와 문헌 자료를 통해 철학․사회학의 학

문 분야에서 해석되는 도덕성의 이론을 정리하고,복식분야에서 논의되

는 복식도덕성에 하여 고찰한다.다음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화 과정에서 도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과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하여 고찰한다.

연구 범 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한다.특히 본격

인 세계화에 진입하고,다원화 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 를 기

으로 하여 비교분석한다.1990년 까지는 문헌자료를 통해 사 고찰을

하고,그 이후부터는 사례연구를 진행한다.사례연구를 한 분석 상으

로는 패션의 술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패션 잡지나 패션 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제외하고,복식사의 제1차 인 자료로서,사회 반의 상

을 객 인 시 에서 보편 으로 기록한 일반 신문의 기사를 상으로

한다.사회 반의 시각을 아우르기 하여 보수와 진보를 표하는 신

문인 조선일보(1920년 창간)와 동아일보(1920년 창간),한겨 (1988년 창

간)를 선택하여 참조한다.신문에서 패션 상을 다룬 기사들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복식도덕성에 련된 키워드를 기 으로 하여 기사를

선정한다.분석할 신문의 분량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격 년(1990,

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2008,2010,2012년),여

름(6,7,8월)과 겨울(12,1,2월)의 매 달 10개 이내의 기사를 수집한다.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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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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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도덕성에 한 일반 고찰

본 장에서는 도덕성의 개념과 철학 ․사회학 의 도덕성에 한

논의들을 고찰하여 도덕성에 한 일반 인 념을 명확히 정리해보고,

복식과 련한 도덕성의 내용과 그 범주들을 살펴 으로써 본 연구에서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도덕성의 개념

사 의미에서 도덕은 일반 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는 바람

직한 행동기 을 말한다. 어의 ‘morality’는 그리스어의 ‘ethos',라틴어

의 ‘mores'에서 유래한 것이다.‘ethos'라는 말에는 첫째,익숙한 장소,

사는 곳,고향 등의 뜻이 있고,둘째,집단의 습이나 행을 의미하며,

셋째,그러한 습이나 행에 의해 육성된 개인의 도덕의식,도덕 심

정,태도,성격 는 도덕성 그 자체를 말한다. 에서 도덕이라는 말

을 쓸 때는 세 번째의 뜻이 가장 강하게 반 된다.50)도덕은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

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도덕은 생활양식이나 생활

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을 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발생한 것이며,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인 내 규제로 분화되었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사회 여론, 습 따 에 비추어 스

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외 강

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 원리로서 작용하며,종교와 달

리 월자와의 계가 아닌 인간 상호 계를 규정한다.51) 한 개인이

사회나 집단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용인되는 사회 습에 부합되게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하며,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사회 규범에 합

50)한국 리태니커 백과사 (www.britannica.co.kr),검색일:2012.01.07.

51)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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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사회 규범의 내면화,감정이입과 죄의식의 발로,정의의 상,

양심,공정성,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범 ,성품, 의바른 행

동을 의미하기도 하며,덕과 악덕을 분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합한 가치의 체계와 도덕 행 의 원칙들은 덕을 장려하지만,악덕

은 비난한다.도덕 단은 하나의 행동이 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

당한 것인지 는 이기 인 것인지 이기 이 아닌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

여 결정하는 것이다.이 때 도덕은 덕과 동일시되며,친 , 의바름,정

직,의리 등으로 간주된다.도덕은 그것이 문화,철학,종교,사회 는

개인 인 양심 어느 것으로부터 유래했든지 간에 논리,경험 그리고

한 단을 통해 평가된다.규범 이고 보편 인 감각에서,도덕은 행

의 이상 인 규범으로 언 되며,그것은 모든 인종과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좋은 쪽으로 지지를 받는

다.52)

흔히 윤리라는 단어도 도덕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데,윤리는 인륜의

원리를 의미하며,사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53)를 뜻한다.도덕의 도(道)와 거의 동의어이고,덕(德)은 그것을

체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도덕은 윤리와 거의 동의 으로 이용되면

서도,덕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다.<그림 2>의

도덕을 의미하는 련 어휘54)를 보면 도덕의 유의어로 ‘윤리,인의,덕,

도리’가 있으며,반의어는 ‘부도덕’이다.윤리는 도덕을 실천하기 한 원

리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윤리를 도덕성

을 이루는 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도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도덕성은 도덕 본성이자,도덕의 원리,도덕 가치, 단,그

행동까지 포 하는 개념이다.한 개인의 성격에서부터 구체화되는 행동

이 사회 인 가치기 으로 단되는 시 에 도덕성이 개입한다.즉,선악

52) 키피디아 (ko.wikipedia.org),검색일:2012.01.07.

53)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1.07.

54)네이버 국어사 (http://krdic.naver.com),검색일: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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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지에서 본 인격, 단,행 등에 한 가치를 말하며,인간에게 있

는 도덕 상을 인식하고 도덕규범을 수하려는 심성을 의미한다.이 심

성은 자신 타인의 행 에 하여 선·악·정·사를 구별하고,선행과 정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55)도덕성은 이 듯 도덕 인 가치와 행

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2>도덕을 의미하는 련 어휘,출처:네이버 국어사

제 2 철학 ·사회학 의 도덕성에 한 고

찰

본 에서는 복식도덕성에 한 고찰에 앞서,두 가지 측면의 도덕성

개념을 제로 하여 철학과 사회학에서 논의되는 도덕성과 도덕 이론에

하여 살펴보고,이를 통해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의 바탕을 마련하고

자 하 다.

1.철학

도덕성은 도덕 특질을 뜻하는 철학 용어이다.고 그리스에서 시

작된 서양 철학의 기원 이후로,도덕성은 철학자들에게 요한 심의

55)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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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어왔다.철학자들은 무엇이 도덕 인 것으로 여겨지며,무엇이

선한 삶이고,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한 것들에 하여 의문을 품어왔

다.56)철학 의 도덕성에 하여 칸트의 의무론,아퀴나스의 자연

법,벤담과 의 공리주의가 핵심인 결과주의,아리스토텔 스에서 매킨

타이어로 계승된 덕 이론을 살펴보았다.

1)의무론

그리스의 의무(deon)에서 이름을 딴 의무론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원칙,법, 는 규제에 을 두고 있다.의무론 이론

들은 권 이다.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미 어떠

한 행동이 도덕 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며 반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입장은 행동의 결과와는 계가 없다.57)

도덕 으로 옳은 행동은 일종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으며,행 의 동기나

결과,목 등과 무 하게 자기 내면의 도덕법칙이 시키는 로 행동했

는지 여부가 건이다.58)

칸트(Kant)에 따르면,한 행 의 도덕성은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에 의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토 하는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그는 윤리 결

정들을 안내하고 정당화함에 있어서,그 안 행 들이 가져 올 결과

보다는 결정을 안내하는 데 채택되어져야 하는 원리의 형식을 추구한다.

그는 의무를 행 의 결과와 상 없이,그리고 사회 인습이나 자연

성향과 상 없이 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9)

칸트는 도덕 인 감정,행복,그리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 ”과 같은

명제들이 경험에 기 한 것이고 조건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

다.칸트는 그러한 조건 인 근거들에 반 하는 도덕성을 확보하기 해,

56) Jarrett Zigon(2008),『Morality:An anthropologicalperspective』,Oxford:

Berg,p.23.

57) 의 책,p.27.

58)채석용(2010),『철학 개념어 사 』,서울:원앤원북스,p.107.

59)최문기(2000),“윤리 의사결정의 이론 토 ”,인문과학연구,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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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보편 이고 필수 인 것으로 만드는 선험 인 원천이 있어야 한

다고 믿는다.이를 해 우리는 정언명령의 형식을 지니는 도덕률을 따

라야한다고 주장한다.칸트는 도덕은 규칙을 따르는 문제,즉

외는 결코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과가 어떠하든 상 없이 따라야 할

규칙의 문제라고 믿었다.60)칸트에게 있어서 도덕률은 일시 이고 불

확실한 토 가 아니라 ‘ 인’토 를 필요로 하며,우리가 우리 자신

에게 부과하는 법이고,‘찾는’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61)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보편 이고 필수 인 도덕률은 이성

존재인 모든 인간에게 유효해야 한다.칸트는 보편 으로 유효한 도덕률

은 감정,성향,맥락,혹은 결과에 상 없이 모든 경우에 지켜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도덕성은 의지가 도덕률과 조화되는 행동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인간은 부도덕한 이성 존재이므로,종종 조건 인 주

격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그들이 법에 반드시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62)

결과에 상 없이 법형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칸

트는 존경심이 도덕성에서 유일하게 한 동기라고 주장한다.칸트가

말하는 존경심은 자기 발생 이고,모든 사람이 도덕률을 해 지니는

이성 인 감정이다 그러나 이성 본성에 기 한 도덕이론을 꼼꼼하게

구성한 칸트가 감정에 의존했다는 것이 이상하다.하지만,칸트는 그러한

존경심이 성향이나 도덕 정서의 감정과 동일한 종류의 감정이 아니라

고 말한다.그것은 선험 이고 이성 인 감정으로 이해된다.존경심의 감

정은 그의 의지가 개인 감정의 조건 인 성향을 월한 무언가에 향을

받는 개인의 인식에 의해 발생한다.이러한 자기 발생 감정은 간단히

말해서,도덕률에 한 존경심이다.존경심의 감정은 도덕률을 따르고 도

덕 으로 행동하기 하여 유일하게 한 동기가 되는,궁극 으로 고

통과 비슷한 감정이다.63)

60)JamesRachels,김기순 역(1989),『도덕 철학』,서울:서 사,p.178.

61)MichaelJ.Sandel,안진환․이수경 역(2010),『왜 도덕인가?』,서울:한국경제

신문 한경BP,pp.179-181.

62)JarrettZigon,앞의 책,p.28.

63) 의 책,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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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인간 행 를 구분하는 범주의 하나로서 도덕성을 논했으며,어

떤 행 가 도덕률에 한 존 의 차원에서 의무 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도덕성이 있다고 하 다.행 의 결과가

도덕규범에 합치되는 경우가 아니라,행 의 동기 자체가 도덕규범을

수하려는 자율 의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도덕성으로 본 것이

다64).즉,행 의 동기를 매우 요시했으며 이것은 도덕성이 외면 인

규율이라기보다는 내면 인 가치기 인 것을 강조했다.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은 도덕 행 의 기 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칙인 도덕률

그 자체에 한 존 에서 자발 으로 도덕을 수하는 것을 말한다.65)

2)결과주의

도덕성에 한 의무론 이론이 목 에 심을 두고 있다면.결과주의

는 행 ,인격,동기 등에서 비롯된 결과에 심을 두고 있다.도덕 행

에서 진정으로 요한 것은 결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결과이다.결과

주의 이론에서 요시해왔던 두 가지 가치는 기쁨과 행복이다.어떤 결

과주의자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일반 으로 특정

한 행동이나 행 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하여 고통이나 슬픔보다 많은

양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와야 한다.결과주의자들이 종종 도덕 이론

의 최고선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기 해 쾌락주의자가 된다고 비

난을 받아 왔지만,이러한 비 은 종종 잘못 인식된 것이며,기쁨이나 행

복은 부분의 결과주의자들은 단순히 삶이나 행복(well-being)의 질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66)

결과주의는 공리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기의 공리주의자들은 ‘유용

성’을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이 유용성의 원리는 우리

가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나 사회 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그와 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체 결과를 낳

64)네이버 백과사 (100.naver.com).검색일:2012.01.07.

65)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1.07.

66)JarrettZigon,앞의 책,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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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67)궁극 인 유용성을 가지는 가치로서

즐거움과 행복의 개념을 공리주의와 통합시킨 것은 벤담(Bentham)이었

다.벤담에 따르면,옳은 행 는 공리를 극 화하는 모든 행 이다.그가

말하는 공리란 즐거움이나 행복을 가져오고,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

리킨다.도덕의 최고 원칙은 이러한 행복을 극 화하는 것이며,즐거움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반 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

다.68)벤담은 행동과 행 는 개인이나 사회 그룹 모두에게 즐거움의 증

가된 정도로 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에게 유용성은 최 다수의

최 행복의 원리에 해당된다.69)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면,행 는 이익,

즐거움,행복을 산출하거나 는 해,고통,불행을 방지할 때 옳다.최

다수의 최 행복 원리에 따르면,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 이익

을 결과하는 행 가 옳다.결국 공리주의는 의사결정자가 행 의 결과들

을 고려하고 측하고,그리고 그 행 가 산출할 악보다는 선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공리주의자들은 해 보다는 이익의 최 가능한 균형을

산출하고자 한다.70)

공리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월해서 우리의 행 에 의해 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 심을 공평하게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Mill)은

“공리주의는 우리 자신의 행복 다른 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 사이

에서 냉정하고 자애로운 방 자처럼 공정해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

다.이와 같이 벤담이나 은 주로 즐거움과 고통의 측면에서 이익과

해를 정의하 지만,20세기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소 쾌락주의 공

리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그들은 개인의 선호 는 욕구 충족의 측

면에서 이익과 손해를 정의하기도 한다.71)

를 들어,선호 공리주의자들은 기쁨과 행복을 넘어 개인과 기 이

그들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고취하기 하여 그 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자들은 어떠한 선호를 더 우선시해야 하

67)JamesRachels,앞의 책,p.138.

68)MichaelJ.Sandel,이창신 역(2011),『정의란 무엇인가?』,서울:김 사,p.55.

69)JarrettZigon,앞의 책,pp.30-31.

70)최문기,앞의 책,pp.29-62.

71) 의 책,pp.29-62.



-19-

는지에 하여 말하지 못한다. 신에 그들은 단순히 선호와 상 없이

그것을 충족시키기에 도덕 으로 합한 것을 주장한다.그것이 어쩌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 보다 훨씬 더 쾌락주의 인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문제 들은 명백하며,아마도 심지어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반 로 복지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욕구 충족형 공리주의에 하여 벗어나려고 했으며, 신에 사회나 그룹

는 사람들의 복지를 장려하는 이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공리주의가 가진 험성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그

룹의 복지에 을 두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것은 더 나은 복지를 제공

하기 해 잠재 으로는 특정 개인에 하여 원하지 않거나 부 한 행

동의 부담을 참작할 수 있다.20세기의 공리주의자들은 일반 으로 결과

주의와 특히 개인과 사회 간의 계인,공리주의에 의해 제시된 주된 질

문 의 하나에 고심하고 있다.72)

3)덕 이론

덕 이론에서는 ‘도덕 으로 선한 사람’개념에서 출발해서,‘어떤 유형

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는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핵심 인 도덕 문제로 삼는다.덕 이론가들에게 도덕은 인격의 한 특

질 는 하나의 인간 유형을 의미한다.아리스토텔 스(Aristotle)가 표

인 이며,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

용감하거나 인내심이 많거나 그럽다는 등의 인격의 한 특질로 답할

수 있고,더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인간이 되기 해서’라고 답

할 수도 있다.73)

덕 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이러한 성격이 사회 맥락에 어떻게 조화되

는지에 을 둔 것이다.인간의 궁극 인 목 은 행복이며,아리스토텔

스는 행복을 최고선( 高善)이라고 하 고,이를 실 하기 해 개인은

72)JarrettZigon,앞의 책,pp.30.

73)최문기,앞의 책,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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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훈련을 통해 덕을 구비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실 해야 한다고 하

다74).덕 이론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특성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덕

목에 한 서술에 심을 두고 있다.이 덕목은 용기,인내,지혜,정의이

다.고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후로,덕 이론은 일반 으로 이러한 덕목

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가득 채워질 것을 요구해왔다.첫째,

합리 인 의사결정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합한 방법이다.이것은 구든지 합리 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능하며,도덕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의 한 사용을 통한

것이다.그러나 그는 도덕 인 순간에 항상 이성 으로 단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종종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는 행동에 한 최선의 과정에

하여 이성 으로 사고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로 부분의 덕 이론가

들이 몇 가지의 구 된 도덕 성향을 주장한다.다시 말해,도덕 인 사

람은 각 상황마다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성 으로 고려해야

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오히려 이미 그가 마주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즉,그는 이미 일생에 걸

친 도덕 훈련을 통해 도덕 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도덕 기질을 획득

했기 때문에 도덕 인 사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 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것이다.75)

덕 이론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라톤의 속에 있는 서양 철학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임에도,덕 이론과 가장 하게 연 된 학자는 니

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Ethics)76)의 아리스토텔 스 다.도덕

인 삶의 목 으로서 념 인 선과 정의의 형태를 받아들 던 라톤의

도덕 신조에 반 하여,아리스토텔 스는 도덕 인 것이 특정한 상황

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상황에서 용감하다고 여겨진 것

이 다른 상황에서는 무모하거나 비겁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서 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깨닫기 해 개인은 실천

74)박효정 외(2000),“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

고서,p.17.

75)JarrettZigon,앞의 책,p.24.

76)도덕에 한 아리스토텔 스의 철학을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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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발휘해야 한다.그러한 깨달음을 수년간 훈련한 뒤에 비로소 그

는 도덕 인 사람의 기질을 온 히 획득할 수 있다.77)즉,덕 이론에서의

도덕성은 인간 이성의 기능과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덕의 상태를

의미하며,도덕 인간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 생활의 목 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덕들을 구비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실 하는 인간을 말

한다.78)

그 후로 수세기 동안 덕 이론은 철학 계에서 총애를 잃었지만,20세기

후반에 다시 회복되었다.그 주요 지지자들 한 사람은 매킨타이어

(Macintyre)이다.그는 개인이 그들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특정한 선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했다.이러한 삶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로 이

루어진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러한 특정한 커뮤니티와 그룹에 한 실천들에 활발하게 참여

하고 익 옴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각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선이나 텔로스(telos)79)는 실천,커뮤니티,그리고 그가 속

한 통에 달려있다.그러므로 의사에게 좋은 삶으로 이르게 하는 덕목

들은 배 공에게 좋은 삶으로 이끄는 덕목들과는 다르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개인은 동일한 커뮤니티나 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에,여 히 좋은

삶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한 념들을 공유할 것이다.80)

2.사회학

사회학자들은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집단과 인간,도덕과 윤리에

하여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 측면을 범 한 시각으로 보았으며,

77)JarrettZigon,앞의 책,pp.24-25.

78)박효정 외,앞의 책,,p.17.

79)목 인(目的因).아리스토텔 스가 말하는 철학에서 연구 상이 되어야 할 사

물의 네 가지 원인 의 하나.운동의 원인이 되는 목 .

80)JarrettZigon,앞의 책,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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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덕 인 질문’,‘가치 에 한 모색’,더 나아가서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한 성찰’에 심을 두었다.81)

사회학 에서 도덕성은 사회의 문제 을 회복하고 사회 변화의 원

동력이 된다.이러한 에서 도덕 문제를 바라본 뒤르 의 도덕사회학

과 푸코의 자기 배려 윤리에 하여 살펴보았다.

1)도덕사회학

뒤르 (Durkheim)은 도덕사회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률․정치․종교․ 술․언어 등에 한 사회학과 함께 사회생리

학의 한 부문으로 취 하 다.그에 의하면 도덕은 개인 ․주 입장

과 객 ․공통 입장에서 볼 수 있다.따라서 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서도 종래의 실천 ․규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과학 ․객 입장

에서 연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도덕 규범은 한편으로는 의무 인

것,권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것,가치

있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뒤르 은 이 이 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도덕이 개인보다 상 의 사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82)

뒤르 의 사회학과 도덕 이론은 개인이 아닌 사회를 심에 두었다.

이것은 진 이었으며,자연과 사회의 진화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다.그

는 도덕성이 본질 으로 사회 으로 결정된다고 하 으며,사회 ․도덕

사실의 찰과 분석에만 근거를 두었다.도덕 신념을 포함한 사고

의 범주들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그의 주장은 도덕성에 한 상 주의

개념에 기 가 되어 왔다.뒤르 이 주장한 도덕성은 규율정신,사회집단

에의 애착,자율성의 세 가지 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뒤르 은 그

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 으로 다양하며 사회 으로 다른 도덕성들의

형식 구조를 밝히는 도덕성에 한 념 인 이론을 제시한다.그는

다양한 도덕성들의 내용은 역사 으로나 사회 으로 다르지만,모든 도

81)안계춘 외(1998),『한국사회와 사회학』,서울:나남,p.32.

82)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검색일:2012.02.13.



-23-

덕성들의 형식은 동일하다고 말한다.83)이러한 도덕성은 결속의 근원이

되며,개인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존 하도록 하고,자신의 자아 이

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며,유 가 많고 강

력할수록 더욱 확고하게 된다.84)

이와 같은 도덕성의 보편 인 형식이 지닌 첫 번째 요소는 규율이다.

실제로,뒤르 이 말한 ‘규율 정신’은 도덕성의 기본 인 요소이다.규율

이 없다면 다른 두 요소들과 도덕성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규율은 많은 에서 그것은 아리스토텔 스의 용의 덕 이론과 비슷하

다.규율은 구조의 발 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먹기,걷기,동물

좋아하기와 같은 특정한 활동의 당한 양을 넘어서는 것이 어떻게 ‘질

병’으로 여겨지는지에 한 몇 가지 를 제시한다.뒤르 은 이러한 종

류의 활동과 도덕성 사이의 유사 을 도출할 뿐 아니라,그것을 서로 일

치시킨다.개인이 가능성의 역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 으로 그들 자신을

훈련할 때,그것은 도덕 인 삶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 기질

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규율은 도덕성의 규칙

성과 권 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즉,도덕성은 개인에게 행

동을 규제하고 인 권 를 쥐고 있기 때문에,이 두 가지 측면은

더욱 복잡한 규율의 요소로 결합된다.그는 도덕성의 권 는 의무

인 본성과 바람직한 것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85)

두 번째 요소인 사회 집단에의 애착은 타인을 배려하는 감정,이타심,

동정심,공감,공동체 정신을 내용으로 한다.86)규칙 이고 권 인 도

덕성을 하여 규율은 개인 인 근원과 목 을 가져야 하며,그것은

사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그는 사회를 “무엇보다도 개인에 의해 자각

되는 모든 종류의 신념,신앙과 감정의 구성체”라고 정의한다.뒤르 에

게 사회는 도덕성을 통해 권 으로 규제된 행동의 목 을 해 존재한

83)JarrettZigon,앞의 책,pp.32-34.

84)ÉmileDurkheim,민문홍 역(2012),『사회분업론』,서울:아카넷,p.591.

85)JarrettZigon,앞의 책,p.34.

86)박효정 외,앞의 책,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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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덕성은 사회와 동일시되며,이 두 가지 사이에 실제 차이는 없을

수 있다.그는 가족,국가,심지어 인류와 같은 그룹을 별개의 사회들로

생각하 다.개인이 이러한 각 사회의 도덕성에 의해 구속되는데,거기에

는 계 이 존재한다.가족은 국가에 종속되었고,인류는 아직 일 된 그

룹에 편성되지 않았으며,국가는 최고의 권 와 도덕성의 근원이 되는

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뒤르 은 여기에서 도덕의 복수성에 하여 고

려하는 것에 심을 갖게 되었다.만일 사회가 다양한 더 은 ‘사회들’

로 구성될 수 있다면,가족이 유일한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다양

한 도덕성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87)여기에

서 도덕성에 한 상 주의 개념이 비롯된다.

도덕성의 세 번째 요소는 자율성이다.개인이 도덕 으로 행동함에 있

어서 규범을 존 하고 집단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

의 행 는 규칙에 복종하거나 집단의 이상에 헌신하거나 간에 그것에

하여 명확하고 완 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의식은 개

인의 행동에 자율성을 갖도록 해 다.즉 도덕 인 것에 한 이해가 있

을 때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자발 으로 행

동하게 된다.88)뒤르 은 자율성을 인간의 본성과 연 시켰으며,

맥락에서만 도덕 자율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 다.자율성은 최고의

권 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

도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자율성에 한 뒤르 의 정의에

서 흥미로운 것은 도덕성에 한 개인 차이의 공간을 개방시킨 것이

다.실제로,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지지되는 공통 인 도덕이

있을지라도 이 구성원 각자는 그들 자신의 특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음

을 인정한다.각 개인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만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

며,부분 으로 고유의 도덕성을 구성한다.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자신만

의 내 도덕 생활을 가지고 있다.89)

87)JarrettZigon,앞의 책,p.35.

88)이건만(1995),“뒤르 임의 사회사상과 도덕이론의 재해석”,교육사회학연구,

5(1),p.259.

89)JarrettZigon,앞의 책,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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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 의 사회학 에서 보면 도덕은 사고 역이라기보다는 삶

의 실제 인 역의 문제로,사회의 필요에 의해 역사 으로 형성된 일

련의 행 규칙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90)도덕 인간이란 사회규

범에의 존 과 사회 집단에 한 애착을 가진 자율 인 인간이며,도덕

은 행 를 미리 결정하는 행동 규칙의 체계로서,도덕성은 이러한 행동

규칙의 체계에 자신을 조화시키는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실 될 수 있

다.91)

2)자기 배려의 윤리

푸코(Foucault)는 도덕을 행동규약과 주체화 형태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 다.그는 도덕이란 가족,교육기 ,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

체제를 통해 개인이나 그룹들에 제시되는 행동규칙과 가치들의 총체를

의미하며,개인들에게 제시된 규칙과 가치들과의 계 속에서 이 개인들

의 실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 다. 한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즉 규약을 형성하는 규제 요소들에 의거하여 스스로를 행

의 도덕 주체로 세우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 다.행동하는

개인이 단순한 행 자가 아닌 이 행동의 도덕 주체로서 행동하는 여러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92)

푸코의 도덕 연구에 하여 설명하기 해 요한 첫 번째는 도덕성과

윤리 사이의 차이 이다.도덕성은 사회나 사회 기 들이 그 구성원에

게 부과하려고 하는 코드 는 규칙이다.이러한 도덕 코드는 어떤 행

동과 행 가 수용되고 지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정 혹은

부정 가치를 결정한다.따라서 도덕성은 교회,법, 는 한 성 계

나 의학 는 정신 인 정상 상태와 같은 문화 으로 지지된 사회

계 등 사회 제도들에 의해 으로 표 된 합하고 기 되는 행

90)박효정 외,앞의 책,p.13.

91) 의 책,p.17.

92)MichelFoucault,문경자․신은 역(1990),『성의역사 2:쾌락의 활용』,서울:

나남,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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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동의 코드로 생각될 수 있다.푸코는 도덕성에 하여 그 게 많

은 심을 보이지는 않지만,윤리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 고,그것을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져야 하는 일종의 계’, 는 조 더 자극

으로 표 하여 ‘자유의 의식 실천’이라고 정의하 다.푸코가 윤리를

개인 인간이 그 자신을 도덕 으로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한 방법

이라고 한 것은 요하다.다시 말해서,윤리는 자신이 속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도덕 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해 자기 자신에게 의

식 으로 노력하는 방법이다.푸코는 이런 식으로 윤리를 개인 사

회 인 차로 보았다.93)즉,도덕은 권력의 통치 략으로서 제도와 가

치체계의 형식으로 재 되므로,어떤 의미에서 도덕은 권력과 분리될 수

없다.도덕은 권력으로부터 승인 받은 합법 인 담론이며,권력은 일상에

서 도덕의 형태로 재 된다.반면에 윤리는 주체가 도덕이나 법이 아닌

자기의 욕망에 충실히 따르고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다.윤

리가 자기와 자기의 계라면,도덕은 자기와 타인들 혹은 사회와의

계를 의미한다.달리 표 하면,이미 도덕에 길들여진 주체는 윤리 주

체가 될 수 없으나,그럼에도 푸코는 사회의 주체,즉 도덕 주체에게

윤리 인 실천을 요구한다.94)

푸코는 자유를 ‘윤리에 한 존재론 조건’이라고 하 다.윤리는 자

신에 한 의식 노력 는 돌 이며,만일 이용 가능한 몇 가지 종류

의 선택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 다.인간은 스스로에게 윤리

으로 노력하기 하여 몇 가지 종류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옳거나 그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단순한 이 성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따라서 만일 어떤 극단 인 상 주의자

들에 하여 각각의 사회는 하나의 도덕성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푸

코의 에서 그 사회는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윤리가 존재할 수 없

다.푸코는 윤리를 ‘자유가 취하는 고려된 형태’라고 말했으며,자유는 윤

리 이기 해 스스로를 반 하는 의식 으로 자각된 자유여야 한다.사

93)JarrettZigon,앞의 책,pp.42-43.

94)오 숙(2003),“푸코의 윤리:자기의 배려에서 기의 윤리로”,인문학연구,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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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항상 의식 으로 그가 그 자신을 해 윤리 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푸코의 자유에 한 두 번째 의미는 그 자신으로부터의 자

유이다.그의 윤리가 시 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함에도 불구하

고,각각은 윤리 인 일을 하게 하기 해 자유로운 존재인 사람에

게 가치를 둘 것이다.고 그리스에서 그것은 욕구와 열정으로부터 자

유로운 것이었지만,다른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른 사람에

한 향력,혹은 물질 흥미,혹은 비종교 인 즐거움으로부터 자유로

운 것일지도 모른다.95)

자유에 한 이 두 가지 개념은 푸코의 윤리에 한 다른 측면을

시사하며,푸코가 윤리를 창조 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매우 요

하다.그는 종종 윤리를 미학이나 술에 한 노력의 차로서 자아에

한 노력으로 보았다. 술가들은 그가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해낼지에

하여 선택의 자유와 그의 목 에 도달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특정한

장애물들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이것은 스스로 윤리 으로 행동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용된다.실제로,푸코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술 작품처럼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해방되거나 도덕 으로

정확하기 해 드러나거나 자유로워야 하는 본래 자아가 없다는 주장

을 수반하기 때문에,이것은 그의 윤리 이론에 요한 측면이다.자아

는 윤리 작업을 통해 창조된다.다양한 형식 속의 자아는 윤리의 결과

이다.96)

푸코의 윤리는 주체가 자유를 실천하는 양식이다.그는 권력의 한계를

시사하며 윤리를 통해서 주체에게 힘을 부여한다.그러나 이미 길들여진

존재로서 주체는 일상에서 자신의 힘을 인식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

푸코는 그런 주체에게 자기 배려와 같은 윤리의 양식을 제시한다.자기

배려는 주체가 자기와의 계를 통해서 권력 도덕에 항할 수 있는

자기 제와 능동성을 실천하는 것이다.개인이 권력으로부터 완 히 벗

어날 수는 없지만,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환상과 권력의 폭력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윤리는 자유를 향한 개인의 부단한

95)JarrettZigon,앞의 책,p.43.

96) 의 책,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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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이며,사회의 변화는 개인에서 비롯된다.97)

푸코는 이것이 자아 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즉,푸코가 고 와

세 유럽세계로부터 다양한 자아 기술에 하여 생각한 반면에,그는

실제로 자아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자아 기술은 개인이

행복,순수,지혜,완벽함, 는 비도덕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기 하여

그들 자신을 변형하기 해,그들 스스로의 방법, 는 다른 사람들의 도

움,육체와 정신의 조작,사고,행동,존재 방식에 의해 향을 받도록 허

용한다.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이 그들 스스로에게 윤리 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법들이며,푸코는 이러한 기술들 의 몇 가지 형식은 모든 사회

에서 발견된다고 하 다.개인은 그 자신에게 이러한 다양한 자아기술을

통해 사회 으로 도덕 인 사람으로 알려지기 하여 노력한다.자유가

발휘되고,선택이 만들어지며 특정한 행동과 행 와 사고가 배제되고,가

장 요하게 개인은 의식 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창

조하려고 노력한다.98)

결국 푸코의 윤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변형될 수 있는 어

떤 것으로 모색함으로써,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연계시키는 과

정을 통하여 성찰과 비 의 역을 구축하도록 요청한다.그는 자기도취

에 빠져있는 자기만족의 윤리학을 구성하고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지배담론에 항하며,새로운 삶을 사유하고

타자에 한 계방식을 창조 으로 발견하게 하는데 목 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99)

3.철학 ․사회학 의 도덕성에 한 논의

철학 에서 도덕성에 하여 논의되어왔던 이론들은 도덕의 본

질,도덕 문제,도덕 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

다.100)칸트의 의무론은 행 의 규칙이나 동기 등을 도덕 이론의 핵심

97)오 숙,앞의 책,p.210.

98)JarrettZigon,앞의 책,pp.44-45.

99)홍은 (2012),“푸코와 자기배려의 윤리학”,철학연구,46(-),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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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다루며 인 도덕률이라는 법칙을 이성 단에 의해 의

무 으로 수해야 한다고 하 다.반면 벤담과 의 공리주의를 표방하

는 결과주의는 행 의 동기나 방식보다는 그 결과를 요시하며,행복

추구를 한 동등한 권리를 제로 하여 체의 공리를 해치지 않는 최

다수의 최 행복을 추구하 다.덕 이론은 도덕을 행 자의 덕목으로

보았고,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의 목 인 선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덕들을 구비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실 하는 인간상을 이상으로 하

다.101)

사회학 에서 논의되는 도덕성은 사회와 개인의 계에 주목하

고,개인은 사회의 규범이나 규율을 존 하되 자율 인 방식으로 도덕성

을 함양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뒤르 은 특히 사회 집

단에의 애착으로서 사회 규율을 수하고 권 를 존 하며 여기에 자신

을 조화시키는 자율성을 강조했다.푸코는 개인 이고 사회 인 차로

서의 윤리는 자신에 한 의식 노력이자 돌 이며,이를 해 자유로

운 방식으로 자아 기술을 발 하여 도덕 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 하 다.

이와 같은 도덕성에 한 논의들은 도덕성의 주체에 따라 개인 ․사

회 인 것으로 나 수 있고,도덕성의 내용을 용 범 와 내용의 변화

에 따라 보편 ․다원 ,불변․가변의 입장으로 나눠 볼 수 있다.개인

이나 사회에 상 없이 보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과 개인이 속한 사회

나 시 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원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변

인 도덕성으로 나 수 있다.철학의 의무론과 덕 이론,사회학의 자기

배려 윤리는 사회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에 더 심을 두는데,모든 시간

과 장소에서 보편 이고 필수 인 도덕률을 수해야 하는 의무론과 어

떤 상황에서든지 도덕 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 기질을 획득해야 한

다고 하는 덕 이론은 도덕성의 내용이 보편 이고 불변하는 것인 반면

에,자기 배려 윤리의 도덕성은 시 와 장소,상황에 따라 가변 이고 자

아의 기술이 따라 다원 이다.한편,철학 의 결과주의와 사회학

100)최문기,앞의 책,pp.29-30.

101)박효정 외,앞의 책,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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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사회학은 개인이 아닌 사회를 심에 두었는데,결과주의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동일하게 용되는 법칙인 다수의 행복 추구라는 보

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도덕사회학에서는

도덕성의 형식은 동일하나 그 내용이 역사 으로나 사회 으로 다르다는

다원 이고 가변 인 특징이 있다.이러한 특징에 따라 철학 ․사회학

의 도덕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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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표학자 내용 주체
범

변화

철학

의무론 칸트

도덕률을 개인의 이성

단에 의해 의무로

수하는 것.

개인
보편

/불변

결과

주의

벤담, 등

공리주의자

사회의 공리를 해치지

않고 다수에게 최

행복을 가져오는 것.

사회
보편

/불변

덕

이론

아리스토텔 스

매킨타이어

인간 이성의 기능과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덕을

획득하는 것.

개인의 자기 성찰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선을 추구.

개인
보편

/불변

사회학

도덕

사회학
뒤르

사회 내에서 행 를

미리 결정하는 행동

규칙의 체계에 자신을

조화시키는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발달됨.

사회
다원

/가변

자기

배려의

윤리

푸코

자유의 의식 인 실천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

에서 도덕 으로 합한

사람이 되기 해

노력하는 것

개인
다원

/가변

<표 1>철학 ․사회학 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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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복식도덕성에 한 고찰

본 에서는 복식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복식도덕성과 그

단 기 이 되는 요인에 하여 살펴 으로써 복식에 나타난 도덕성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복식도덕성

한 사회 내의 사람들이 지닌 도덕 념,가치 등의 사고는 복식 형태

에 향을 미치며,사람들은 이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려고 한다.도덕성

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유지,인간다운 삶을 해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서,인간의 의생활을 성공 으로 하기 하여 요한 기제로 작

용한다.

복식연구가들은 복식도덕성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 다.로치

(Roach)와 아이커(Eicher)102)는 부분의 사회에서 의복은 하거나

부 한 것 혹은 옳거나 그른 것으로 분류되고,이러한 도덕 양식은

인습과 도덕 기 을 보편 인 것으로 만든다고 했다.리베이로(Ribeiro)

는 모든 사회에는 복식을 포함하는 습과 기사항이 있으며, 부분의

역사학자들에게 복식은 본래 따뜻함만을 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며,

통,때로는 비합리 인 습이나 미신이 이성과 실에 앞서 더 우선시

된다고 말한다. 한 복식과 련한 도덕성은 그룹의 결속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일종의 사회 윤활유로서 사회 내의 사람들 간의 계를

수월하게 해 다고 하 다.복식에 한 도덕 분개는 어떤 주어진 상

황에서 사회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근거를 두며,복식사가

인 벨(Bell)이 ‘의복 양심(sartorialconscience)’으로 잘 설명했듯이,복식

은 그 자체로서 비도덕 인 것이 아니라 부 한 상황에 착용되었을 때

그 게 여겨진다고 하 다.103)벨은 우리의 법과 종교 속에 다양한 모습

102)M.A.Roach․J.B.Eicher(1965).『Dress,AdornmentandtheSocialOrder』,

JohnWiley&Sons,Inc.



-33-

으로 존재하는 복식에 결부된 도덕성이라는 체계가 있다고 지 했다.복

식은 은 한 도덕성과 련이 있으며, 다른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와

사회 집합 가치 구조에 한 복종이 아닌 헌신의 증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104)복식은 스스로 정체를 규정한 집단들이나 개인들의 본성,그

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도덕성과 신념을 반 하며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105)이러한 에서 볼 때,복식도덕성을 논함에 있

어서 가장 요한 것은 사회 맥락과 복식이 한 계를 가지고 있

다는 이다.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의(衣)는 인간이 속한 시

․장소․문화의 규범,가치 등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는다.

모든 사회에는 바르고 당하거나 하다고 생각되는 의복에 한

어떤 통용되는 기 이 있는 반면,의복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릇되고 부 당하거나 부 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이 있다.사람들의

의복착용방식을 통제하는 규범과 같은 사회 습 으로는 풍속, 습,인

습, 의,유행, 례, 기,법률을 들 수 있다.풍속과 습은 한 세 로

부터 다른 세 로 해오는 의복에 한 태도이며, 통에 보다 깊이 뿌

리박은 사회 습 을 의미한다. 례나 기는 도덕 으로 옳고 그름을

함축하고 있는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의복에서 의 는

정숙의 기 을 반하는 것은 보통 사회의 복지에 한 으로 간주된

다.의복과 련된 법률은 과거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 으로

자주 나타났지만, 재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은 거의 없으며,군복이나

교복과 같은 제복이 여기에 해당된다.이에 비해 유행은 통에 깊이

련된 것이 아니며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데,유행의 변화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풍속, 습, 례,법률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시키는 힘

과 동일하므로,사회 규범 체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106) 이와 같이

한 사회 집단에서 형 인 는 수용되는 의복착용 방법을 의복 규범이

103)AileenRibeiro(1986).『Dress& Morality』,London:B.T.BatsfordLtd,p.12.

104)ElizabethWilson(1985).『Adornedindreams』,London:ViragoPress,p.57.

105)DeyanSudjic,정지인 역(2012),『사물의 언어(Thelanguageofthings)』,서

울:홍시,p.220.

106)MarilynJ.Horn․LoisM.Gurel,이화연 외 역(1994),『의복:제2의 피부』,

서울:도서출 까치,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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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으며,복식도덕성은 이러한 사회 규범과 련하여 주어

진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소윤107)은 복식에서의 도덕은 어떤 사회

에서 복식에 하여 선과 악,옳고 그름을 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하기

한 복식규범의 총체라고 하 으며,도덕 인 복식은 어떤 사회 내에서

한 것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복식이라고 하 다.부 한 것으로

인식되어 비난과 개 는 개량의 상이 된 복식을 비도덕 인 복식이

라고 할 때,이상 으로 추구되는 정숙하고,검소하고,실용 이고,아름

다운 복식은 도덕 인 복식으로 악할 수 있다고 하 다.

복식도덕성은 법 규제,정치 ․종교 이념, 습과 민속,도덕

가치기 등과 같은 문화 요인에 향을 받으며,이러한 문화 요인

은 국가,민족,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를 들어,일

반 으로 도덕 가치 과 종교 가치 이 높은 사람은 의복 착용 시

몸을 많이 감싸는 옷을 좋아하고,낮은 사람은 개방 이고 노출이 심한

옷을 좋아한다고 한다.108)이처럼 복식에 의해 드러나거나 암시되는 신

체의 부 의 노출은 시 의 흐름에 따라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단에

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서양 복식사에서 신체의 노출과 련하여 발생하는 도덕성 논

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1915년 여자들의 무릎을 공공연히 드러

내는 차림이 나타난 것은 매우 충격 이었다.1921년에 이러한 옷차림은

추악하고 외설스러운 것으로 여겨져,많은 나라에서 특정 길이보다 더

짧은 치마의 착용을 지하는 법령을 제정하 다.109)그러나 한때 도발

이던 스타일도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에 한 기는 무

지고 그 스타일은 더 이상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10)1930년

에는 등을 드러낸 베어 백 이 닝 드 스(barebackeveningdress)가

유행하 고,1960년 에는 모노키니(monokini)수 복이 등장하기에 이

107)신소윤,앞의 책,pp.6-8.

108)이인자 외(2006).『의상심리』,서울:교문사,p.51.

109)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110.

110)이인자 외,앞의 책,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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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다.수 복은 신체를 감싸거나 바람직한 체형을 부여하기보다는 신

체의 여성 속성을 한껏 강조했으며 그리하여 정숙성과 도덕성에 한

새로운 논쟁을 일으켰다.111)1970년 에는 시스루 블라우스(see-through

blouse),토 리스 라(toplessbra),가슴노출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 에는 바디 컨셔스(bodyconscious)라인이 일반화되었고,극단

으로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그물 모양의 옷감이나 투명한 소재를 사용

하거나 혹은 속옷을 그 로 입은 듯한 란제리 룩(lingerielook)등이 나

타났다.1990년 에는 가슴과 배,등,다리와 같은 신체부 를 더욱 담

하게 노출시키는 섹시 룩(sexylook)이 등장하 고,2000년 로 들어오면

서 이러한 노출 복식은 가 짧은 골반 바지,홀터 넥(halterneck)상

의,스키니 진(skinnyjeans)과 같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문화와 복식 스타일에 향을 받아 짧은 치마나

바지,가슴 부분이 많이 인 상의,시스루 룩 등은 에게 인기를 얻

고 있으며,개인의 미 욕구와 개성을 표 하는 방법으로써 신체 노출

의 허용 범 도 차 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매체는 정숙

한 복장 보다는 신체를 많이 노출하여 에로틱한 분 기를 자아내는 복장

에 해서도 차 정 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역시 여기에 익

숙해져서 그와 같은 패션을 모방하고 확산시키고 있다.여성미와 성

매력의 과시,개성과 자기표 의 수단으로서 더욱 신체의 노출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의 노출뿐만 아니라,과거의 사치 제령을 비롯하여 오늘날 비실

용 인 의복의 유행,고가 수입품 구매와 과소비,환경문제나 기업과 소

비자의 윤리 의식 등에 한 복식 상은 여러 가지의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복식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으며,사회 인식과 가치 사회규범의 변화는 복식의 도덕 인

단에 향을 미치고 그 의미의 해석도 변화시킨다.따라서 복식도덕성

을 살펴볼 때 사회문화 상황이 미치는 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11)JenniferCraik,정인희․함연자․정수진․김경원 역(2002),『패션의 얼굴』,

서울:도서출 푸른솔,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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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식도덕성의 범주

신소윤112)은 복식사회심리학 ․복식문화사 측면에서 논의되는 복식

도덕성은 주로 정숙성만을 언 해 왔다고 지 하면서,도덕 인 복식은

성과 노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개념을 포 한다고 하

다.도덕 인 복식이란 정숙하고,아름답고,검소하고,실용 인 복식이라

고 악할 수 있으므로,복식도덕성은 정숙성,유행성,사치성,기능성으

로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정숙성은 복식에서 의와 단정

함을 나타내고,보수 인 외모를 고수하며,특히 성역할의 혼돈이나 신체

노출을 거부하는 태도이다.유행성은 기존의 미 념에 비추어,새롭게

등장한 이색 인 유행이나 시각 부조화를 이루는 유행스타일을 거부하

는 태도이다.사치성은 의복을 과다소비하고,고가품․수입품을 선호하

며, 변하는 유행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등의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는

태도이다.기능성은 의복의 물리 인 측면에 한 것으로,건강과 행

면에서 유해하거나 신체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리가 불편한 의복을 비

하는 태도이다. 한 이 요인들은 시 의 문화 ․사회 배경,그 사

회 내에서 기 되는 착용자의 성별․연령․직업역할,그리고 복식을 착

용한 상황에 따른 ‘복식규범’에 의해 단 기 이 변화한다고 하 다.하

지수113)는 신소윤의 연구에 해 도덕과 직 으로 련을 갖는 특성은

정숙성과 사치성이며,기능성은 의복의 물리 인 측면에 한 것으로 보

고 도덕성과 간 인 련이 있다고 하 으며,유행성은 사치성의 하

개념으로 포함하여 복식도덕성을 정숙성과 사치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다.정숙성은 노출의 문제와 습 복식규범의 문제라고 하

고,사치성은 유행지향성,고가품지향성,소비지향성으로 세분화 하 다.

의 선행 연구들은 복식도덕성을 정숙성,유행성,사치성,기능성의

내용으로 악하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최근 사회 으로 기

되고 있는 패션 산업의 윤리 측면도 악해보고자 한다.환경오염,노

112)신소윤,앞의 책,pp.1-19.

113)하지수,앞의 책,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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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착취,비합리 소비행태 등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등장

한 기업윤리와 소비윤리는 패션산업에도 용되고 있으므로,복식도덕성

을 악하는 데 있어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 가치로서 이를

산업윤리성의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한 사치성은 소비사회와 물질

주의 특성을 포함하는 물신성의 측면에서 더욱 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복식도덕성의 범주를 정숙성,물신성,유행

성,산업윤리성,기능성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찰하

다.

1)정숙성

‘정숙(貞淑)'의 사 의미는 ‘여자로서 행실이 곧고 마음씨가 맑고

고움'을 뜻하며114), 어표기인 ‘modesty'의 사 의미로는 ‘겸손,수

음,정숙,얌 함,수수함,소박함 당함'으로 나타나 있다115).정숙성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복식도덕성과 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정숙성에 하여 안스 크(Anspach)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한 정의가 어렵고 모호하게 사용되며 정숙성의 모호성은 옳고 그름

이나 선악에 한 비난과 계가 있다고 하 고116),스 롤스(Sproles)는

사회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

으로 생각되는 범 한 사회 욕구로 보았다117). 한 뤼겔에 의하

면 정숙성은 인간 욕구의 원 인 경향을 지시키는 억제의 기능을 말

하며,성 과시,노출,성 욕망, 오감이나 수치심,아름답거나 화려

한 의복 등에 한 억제 감정이 정숙성의 목 이라고 했다.118)정숙성은

특히 여성과 련하여 자주 나타나며,여러 경우에 특정 시 의 다양한

114)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3.20.

115)네이버 어사 (http://endic.naver.com).검색일:2012.03.20.

116)KarlyneAnspach(1967),『TheWhyofFashion』,Ames:TheIowaState

UniversityPress,p.254.

117)Georgy B.Sproles(1979),『Fashion:ConsumerBehaviortowardDress』,

Minneapolis:BurgessPublishingCompany을 강경자,앞의 책,p.181에서 재인용.

118)JohnCarlFlügel,앞의 책,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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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항과 련되어 있다고 하 다.119)라우즈(Rouse)는 정숙성이 사회

맥락에 따라 상 이라고 하 고,착용된 의복의 종류와 양이

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정숙성이나 수치심은 의복을 착

용하는 습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 다.120)

정숙성의 개념은 복식 착용 동기 이론 의 하나인 정숙설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나체에 한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여성과 남성은 그들

의 동물 속성을 상기시키는 나체와 성 부 를 가리고자 하는 ‘정숙

함’때문에 옷을 착용한 것이다.121) 뤼겔은 정숙성(modesty)과 보여주

기(display)의 정신 인 충돌을 통해 발생되는 양면성에 주목했으며,이

를 패션 변화의 심이 되는 원동력으로 보았다.그는 세이후 여성의

의복이 시 별로 어떻게 폐기되었는지를 설명하 는데,주로 역사 으로

발생된 개인의 정숙성과 표 사이의 불안정한 상태와 련지었으며,

“가장 강조된”신체 부 를 다른 부 와 비교하여 설명하 다.122)그는

패션의 변화란 어떤 인체부 를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으로 표 하 는지

의 문제라고 환기시킴으로써 패션을 성감 의 이동(shiftingerogenous

zone)으로 인식하 다.123)여체의 머리,목,유방,허리,엉덩이,팔,다리

는 남성에게 성 매력을 일으키는 부 이므로 남성의 심을 끌기 하

여 이러한 부 가 시 ,민족,개인에 따라 의복으로 강조되거나 가려짐

으로써 패션이 변화한다는 것이다.124)성감 의 이동이란 엘리스(Ellis)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인체가 노출되는 복식이 지속 인 변화에 의

해 에로티시즘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으로서,인체의 특정 부

가 일시 으로 엄청난 성 매력을 지닌다는 내용이다.125)복식사를

연구한 이버(Laver,1986)역시 이러한 에서 복식의 변화를 가져오

119)JohnCarlFlügel,앞의 책,p.103.

120)Malcolm Barnard(2007),『FashionTheory:A Reader』,OxonandNewyork:

Routledge,p.123.

121)ElizabethWilson,앞의 책,p.55.

122) Fred Davis(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ofChicagoPress,p.82.

123)김민자(2004),앞의 책,p.18.

124) 의 책,p.82.

125)AileenRibeiro,앞의 책,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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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성 매력 부 의 이동 이론으로 설명하며,여성의 복식은

신체를 과시하려는 부분을 끊임없이 옮겨가는 형태로 성 매력을 강조

해왔다고 보았다.126)그는 패션의 변화에 있어서 한 가지 심 부 가

호소력을 잃게 되자마자 다른 부 가 발견되어야 하는데,그 로 1930

년 에 여성 복식의 강조 이 다리에서 허리까지 노출된 등으로 이동

한 것을 설명했다.127)

빅토리아 시 의 버슬(bustle)은 낭만주의 시 의 타락성을 보안하고자

창안된 것으로,여성의 인체미를 최 한 은폐시킴으로써 성 자극을

하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 이었다.그러나 스커트가 엉덩이 심부

로 끌어당겨지면서 생기는 상선은 오히려 남성의 시선을 엉덩이로 끌

어들 고,버슬로 부풀어진 풍만한 엉덩이는 성 자극을 가 시켰다.스

틸(Steele)은 이를 ‘숙녀인 척하는 정숙성(prudency)과 선 인 에로티

시즘(hypocriticaleroticism)’으로 설명했다.정숙성과 에로티시즘의 이

성은 버슬을 넘어 당시 여성의 이상미에도 용된다.빅토리안 여성미의

이상형은 가는 허리의 여인이었다.그래서 꼭 조인 코르셋을 입는 것이

미,건강,자세를 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 지만 꼭 끼는

코르셋을 입고 매일 더욱 조이는 연습을 해서 몸매와 자세를 극도로 변

형시키는 것은 정숙성의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다.이러한 이

성은 체면을 시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에로티시즘을 강조했던 19세기

말 빅토리아시 말기 산층의 가치와 태도를 반 하기도 한다.128)

정숙성은 그자체로 모든 경우에서 정 인 충동보다는 부정 이며,

우리가 마음껏 하려고 하는 특정한 행동을 지시킨다.심리학 으로는

더욱 원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며,정숙성 자체는 이러한

경향의 억제로 이루어진다.따라서 정숙성을 하나의 충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그 기능은 억제이다.이러한 억제 충동은 표 의 사회 ,혹은

성 형태에 항하는 것이거나,벌거벗은 몸을 시하려는 경향 혹은

126)JamesLaver,이경희 역(1988),『복식과 패션』,서울:경춘사,pp.279-280.

127)JamesLaver외,정인희 역(2010),『서양 패션의 역사』,서울:시공아트,

pp.261-263.

128)김민자 외,앞의 책,pp.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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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 아름다운 의복을 시하려는 경향에 항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 자신을 향하거나,타인을 향한 경향과 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욕구나 만족에 한 방지나, 오감,수치심,반감에 한 방지를 목표로

할지도 모르며,몸의 다양한 부 와 련될 수 있다.129)

신체의 특정 부분을 노출한다는 것은 복식사상으로 살펴볼 때 무례하

고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특히 서양문화는 주로 기독교의 교

리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기독교는 인간의 육체를 유혹의 원천으로 간

주하여 육체에 한 심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기 하여 온 몸을 무겁

고 투박한 옷감으로 감싸게 하 다.130)신체 부 의 노출은 도덕 기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특수한 상황에만 신체 노출이 허용된다.게다가

신체를 보이는 것은 억제되지 않은 섹슈얼리티라는 함의를 띠기 때문에,

신체 노출은 한 행 를 성취하게 하는 정 인 코드가 아니라 반

을 막기 한 지 코드의 존재와 유지에 의존하고 있다.131)세계의

부분 사람들은 신체의 특정 부 를 감추기 해서 의복을 사용했고,감

춰지는 부 들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정숙성은 노출된 인체 부 와

련되지만,보편 이지는 않으며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한 특정한 문화

안에서조차 성,연령,하 문화집단,지역,상황 요소에 따라 다양해진

다.132)

신체의 어떤 부분이 정숙성에 의해서 가려져야 하는가에 한 규정은

없다.정숙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국가에 따라,그 국가의

이상에 따라 달라지며, 습이나 습 에 의한 후천 인 특성이다.133)과

거 국 여인들은 그들의 인공 으로 조여진 발을 보이거나 언 하는 것

조차도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회교 여인에게 있어서 의복은

신체의 외형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된다.허리나 가슴을 코르셋으로 지나

치게 강조한 서구 여성들의 모습은 회교 여인들에게는 얌 치 못한 것의

129)JohnCarlFlügel,앞의 책,p.54.

130)이인자 외,앞의 책,p.48.

131)JenniferCraik,앞의 책,p.220.

132)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30.

133)ElizabethB.Hurlock,임숙자 외 역(2000),『의복의 심리학-유행과 그 동기의

분석-』,서울:교문사,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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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로 보일 것이다.134)사모아에서는 배꼽, 앙 아 리카에서는 생식기

보다도 엉덩이,수마트라에서는 무릎,19세기 국에서는 다리와 발의 노

출을 가장 비정숙한 것으로 여겼다.135) 한 루이 14세의 통치 하에서

여성들이 허리 윗부분을 완 히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었던 반면, 세

기에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은 잖치 못하다고 여겨졌다.턱끈

(chinband)과 머리를 덮는 베일이 있는 얌 하면서도 수녀와 같은 여성

복은 숙녀를 정숙하고 순수하게 지키기 한 수단이었다.빳빳하고 상상

력과 술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우 충한 의복을 입었던 빅토리아 시

를 사람들은 불필요한 극단과 지나친 정숙성이 만연되었던 시 로 기억

한다.당시의 의복은 모든 디테일이 무도 ‘정숙하여’남녀 의복 모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자연스러운 신체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

다.136)따라서 의복에서 인 정숙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단지 그 사회의 정숙성 규범에 맞지 않을 때 비정숙한 것으로

취 된다.정숙성에 기 은 없으나 각 사회마다 정숙성에 한

규범은 존재하여 정숙욕구가 보편 으로 존재함을 보여 다.정숙욕구는

사회구성원의 의복에서 노출시키는 신체부 를 통제하여 결과 으로 서

로 유사한 형태의 의복을 입도록 유도하는 힘이 된다.137)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몸을 가리는 의복의 통과 함께 정숙성이

시되어 왔으나 에 들어와서는 사회 ․문화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도덕 가치 의 변화,성의 개방화에 따라 과감한 노출의상을 즐기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을 찾아볼 수 있다.138)즉, 사회에서

는 정숙성이 감소하고 비정숙성이 강화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이와 같이,20세기 이후 한국의 복식에 있어서 정숙성의 개념은 사회

와 문화의 변화속도에 맞추어 그 기 과 단 요인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복식의 정숙성은 좁은 의미로 성 흥미와 련된 신체의 노출 정도를

134)ElizabethB.Hurlock,앞의 책,p.15.

135)이은 ,앞의 책,p.28.

136)ElizabethB.Hurlock,앞의 책,p.223.

137)이은 ,앞의 책,p.28.

138)이인자 외,앞의 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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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나 넓은 의미로는 사회 으로 기 되는 역할과 련한 ,바른

행동과 련한 의,행실이 바른 태도, 한 옷차림 등을 포함한 일반

인 사회 규범의 수를 뜻하기도 한다.139)복식에 한 사회 규범

은 사 인 장소나 시간 보다는 공 인 장소나 시간에 더 뚜렷하고 강하

게 작용한다. 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의복규범의 경직도에 차이가

있으며,경직된 의복규범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의복착용

에 한 주 의 부정 반응이 강하다.상황별 규범 의복형태는 문화

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특히 오늘날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었고,

개인이 존 되고 규범이 다양화되어 의복을 통한 인정의 획득이 약화되

어 규범의 경직성이 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140)다원화된 사고방

식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복 표 욕구가 동시에 존 됨에 따라

집단 내의 의복 규범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다.이러한 의복행동은

사회 합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극 으로 표 하고자

하는 개성 추구의 상으로 나타나며,사회의 질서 유지에 있어서는 비

난을 받는 일탈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정숙성에 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숙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강혜원(1979)은 선정 인 면과 련된 신체노출의 허용

에 한 행동기 ,의복에 있어서 신체의 과다한 노출,즉 옷이 많이

지거나 몸에 착된 것을 입을 때 는 보았을 때의 느낌에 한 것으로

정의하 다.141)신소윤(1994)은 신체노출이나 성 흥미의 제한과 더불어

사회 인 의를 지키며 보수 인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고,142)박 희 외(1999)는 신체 노출을 자제하고 착용 상황이 하며

품 있는 의복으로 착용자에게 지나친 시선을 끌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 다.143) 한 정숙에 한 요구는 시 와 사회에 따라 그 기 이 변

139)하지수,앞의 책,p.381.

140)이은 ,앞의 책,pp.34-35.

141)최종명(2000),“ 학생의 성역할에 한 태도와 의복의 정숙성”,서원 학교 학

생 생활연구,18(-),p.48에서 재인용.

142)신소윤,앞의 책,p.11.

143)정명선 외(1999),“의복행동에 한 이론 고찰(2)-의복의 요성,신분상징성,

정숙성,만족도를 심으로-”,계명 학교 과학논집,25(-),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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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며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한 문화권 내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T.P.O.(Time,Place,Occasion) 는 개인 특성,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

라지며,문화․시 ․개인 시각을 통해 결정된다.따라서 의복에 있어

서의 정숙성은 신체의 은폐와 노출에 한 평가에 한 것뿐만 아니라

의바르고 한 복장을 의미하며,사회 규범과 한 계를 가지

고 상황별 허용 정도에 따라 그 단 기 이 달라진다.본 연구자는 정

숙성의 개념을 신체의 은폐와 노출,그리고 T.P.O.에 따른 한 옷차

림에 있어서 한 사회의 통과 습,도덕 념에 따라 용인되는 복식규

범으로 보고자 한다.

2)물신성

물신성은 소비자본주의로 확산된 물질주의와 상품․화폐․자본 그 자

체를 숭배하는 물신숭배에 련된 것으로 복식의 사치,과시,낭비 등에

한 태도로서 복식도덕성을 이루는 요한 범주가 된다.오늘날 생산의

과잉은 소비를 더욱 부추기며,소비는 개인의 가치 ,욕망,정체성과도

연 되어 사회 지 와 능력을 상징하는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

다.사치의 사 정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

나친 생활을 함’이다144).사치는 낭비,과시와 같이 비도덕 인 특성을

지니며,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비 이고 부정 인 의미도 도덕성에

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치를 세 가지 뜻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쁨과 안을

주는 것’,둘째,‘비싸거나 손에 넣기 어려운 것’,마지막으로,‘사치스러운

삶이나 사치스러운 환경’이다.145) 한 물신주의 에서 사치는 풍성

한,값비싼,세련된 등으로 해석되며 유쾌한 즐거움,안락감을 불러일으

킨다.사치의 개념에는 양 혹은 질 풍요로움의 두 가지 개념과 그에

144)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2.18.

145)TheAmerican HeritageDictionary oftheEnglish Language,4th ed.를

Danziger,N.Pamela ,최기철 역(2006),『매스티지 마 』,서울:미래의

창,p.49을 문재윤(2011).“한국 복식 문화의 사치에 한 연구”,서울 학교 석사

학 논문,p.7에서 재인용



-44-

수반된 고가성(高價性)이 포함되어 있다.146)고 소재,값비싼 보석 등

개인의 지 를 보여주는 지 상징이나 미를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장식

그리고 탁월한 품질을 해 장인정신을 깃들인 노력을 기울여 말끔하게

완성된 작업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147)

복식의 사치는 착용자에게 감각 인 기쁨을 주고 보는 이에게는 시각

향연을 주며,패셔 블한 의복에서 지속 으로 되풀이되는 모티 이

다.148)복식 착용 동기 의 하나로 요시 되어 온 장식설에 근거하여,

인간은 이미 자기과시(self-display)와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숭배를 얻

기 하여 복식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원시인은 용맹과 권력을 상

징하기 하여 수많은 장식 방법으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 으며,자신

의 신체를 자랑스러워했다.149)이러한 복식은 계 구분의 상징이 되기

도 하 으며,문명이 발달하면서 차 부,사회 지 ,고 취향을 과

시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

베블 (Veblen,1912)에 의하면,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의

경쟁의식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수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지

상징이 되는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잠재 인

심리가 있으며 이를 과시 소비(conspicuousconsumption)라고 하 다.

과시 소비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쉬운 경제 행동이라고 하 으며,

당장에는 쓸모없거나 뚜렷한 경제 유용성을 갖지 않은 경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 다.150)그는 상층계 의 소비는 기본 으로 다른 사람들

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도록 에 두드러질 정도의 낭비원리를 따른다고

하 다.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더 낫기 해서,명 와 신을 얻고

유지하기 해서이며,그들이 가진 부와 사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매 ,장식물,배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드러

146)고 진․김민자(2004),“복식에 표 된 미 개념으로서의 엘 강스”,복식,

54(5),p.101.

147)김유로(1999),“1990년 패션에 나타난 쾌락주의”,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p.44.을 고 진․김민자,앞의 책,p.102에서 재인용.

148)RebeccaArnold(2001),『Fashion,DesireandAnxiety:AgeandMoralityin

The20TH Century』,New Brunswick:RutgersUniversityPress,p.17.

149)ElizabethB.Hurlock,앞의 책,pp.20-24.

150)강혜원(2009),『의상사회심리학』,서울:교문사,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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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기 때문이다.그에게 패션은 과시 소비 법칙의 ‘당연한 결과’이

고 사회 명망을 성취하기 한 도구이다.지 를 나타내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신분을 드러내기 한 방편으로서 허식 인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51)베블 은 과시 소비를 행하는 주체가 여가계

층이라고 하 지만, 사회에서는 특정계층인 여가계층에 한정되지 않

고 반 인 소득수 의 향상과 다양한 상품의 제시로 인해 과시 소비

주체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과시 소비는 인 낭비로

인한 과시에서 스타일이나 상표유명도,희소성,유행성 등의 다양한 개념

으로 확 된다.152)

인류학자 맥크라 (McCracken)은 상품을 선택할 때 그것의 소유를 통

해 이상 인 환경의 소유를 상하기 때문에,개개인은 자신의 구매력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된 의미

(displacedmeaning)’라는 개념을 사용했다.주로 사치품에 해서 일어

나는 이러한 소비는 ‘이상’에의 근을 재확립하려는 집단 혹은 개인의

욕구에 의해 일어나는데,이때 ‘실’과 이된 의미인 ‘이상’의 가교역할

을 하는 것이 바로 ‘상품’이다.즉,사람들은 이상에 좀 더 가까워지기

해서 이된 의미 략으로 상품을 소비한다.153)즉,고 여 상품에 해당

되는 차,시계,의복,향수,특별한 식료품 등은 소비자가 열망하는 생활

양식의 작은 부분을 소유하기 해 소비되는 것이다.소비자는 마침내

이를 성취하고,만족된 생활을 기 하지만,이 구입이 이루어지자마자 소

비자는 기 를 다른 상품으로 이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고

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이 일어나며,이것은 끊임없는 욕구의 확 를

요구하고 지속 인 소비욕구를 자극한다.154)물신숭배 특성으로 나타

나는 복식에서의 소비는 언젠가는 이상을 소유할 것이라는 기 와 이에

151)Gilles Lipovetsky,이득재 역(1999),『패션의 제국』,서울:문 출 사,

pp.72-73.

152)강혜원,앞의 책,p.266.

153)GrantMcCracken,이상률 역(1996),『문화와 소비』,서울:문 출 사,pp.

226-245을 박주희․김민자(2007),“ 래머 스타일의 물신주의 특성과 미 가

치”,복식,57(4),p.178에서 재인용.

154)GrantMcCracken,앞의 책,p.23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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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욕구로 인하여 과도한 장식과 부의 과시로 표 된다.소비의 이러

한 측면들은 단순히 낭비와 탐욕의 비합리 행동일 뿐만 아니라,자아

도취나 자기만족을 한 문화 이고 심리 인 상을 말해 다.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돋보이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경제

력 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과도해질 때,자신의 경

제 능력을 넘어선 과소비를 하게 된다. 한 과도한 수입품을 선호하

는 소비풍조도 과소비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155)패션상

품은 심미 ․쾌락 성격을 지니며,패션상품의 선택은 스타일,아름다

움,사회 수용,자기만족,신분상징성 등의 여러 가지 사회심리 욕구

에 좌우된다.156)오늘날 패션제품은 소비자의 사회심리 만족을 하여

주로 선택되며,사회심리 욕구는 상 욕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속 으로 새로운 패션상품에 한 욕구를 갖게 된다.이러한 상은

결과 으로 사회 반에 걸친 과소비를 가져오는 역기능을 갖는다.157)

상류층의 소비는 오늘날 사회에서 소비의 평등화라는 허울을

쓰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치의 화는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필품에조차 용되고 있으며,이러한 상은 우리 사회

의 사치풍조는 세계 인 사치의 보편화 추세,소득 증 와 소비취향의

고 화,사치품의 공업화․세분화․ 편화 경향,감성 ․유희 소비세

의 등장 등 경제․사회․문화 요인이 모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

다.158)

사치에 해서는 부의 잉여와 겉모습,그리고 낭비와 련되어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오랫동안 사유되어 왔고 과거 상류층이나 귀족들에게 있어

서는 계 질서의 상징으로 세의 과시를 해 으로 필요한 것으

로 기능하 다.그러나 사회에 있어서는 인 사치로 인해 일

반 모두가 사치스러운 호사 취미를 리면서 명품을 소비하는 사회

계층의 구성원이 형성되었고,이는 남에게 보여주기 한 사치라기보다

155)이유리 외(2009),『패션산업 윤리의 이해』,서울:교문사,p.118.

156)이은 ,앞의 책,p.199.

157) 의 책,pp.30-31.

158)김난도(2007),『사치의 나라:럭셔리 코리아』,서울:미래의창,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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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스로를 한 자기도취 인 사치로서 감성 사치로 변화 발 하고

있다.159)개인의 외양에 드러나는 작은 차이와 정교함의 술인 패션은

세련되어가는 시각 인 쾌를 반 하기 때문이다.개인성과 새로운 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패션을 성립한다.세속 인 개인성의 장려,개인의 외양

에 한 지나친 투자,형태의 세련화와 미학화는 모두 패션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서구 문화에 뿌리를 박고 있다. 한 패션은 단순히 사회 구

별의 징표만이 아니라 기분의 고양이고 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차이

의 쾌락이기도 하다.160)

오늘날은 소비사회로서 본래 사치에 내재되었던 도덕 타락과 부패의

의미는 100여 년이 지난 에 이르러서는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그러

다 20세기에 어들면서 사치는 산업사회에서 생산되는 제품 자체와 연

결된 개념이 되었다.1980년 반부터 사치의 개념은 물건 심에서

체험 심으로 바 기 시작하 으며,사치의 본질을 이루던 감각 인 요

소가 포함되어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호사’라는 생각이 확산되었

다.161)사치는 20세기 후반을 기 으로 그 이 과 이후의 시기에서 의미

의 차이를 드러낸다. 의미의 ‘사치’는 정한 선을 넘어섬,즉 과

도함을 뜻하는 단어로 인식되었으며,과도한 가격,과도한 욕망,과도한

자기만족 기쁨의 추구와 연결된다.분수에 넘친다는 의미로서 정

인 의미보다는 주로 부정 인 의미로 인식된다.162)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사치성의 가장 큰 변화는 사치를 더 이상

기시하지 않으며,오히려 호사스러움을 즐기는 소비자를 주목하고 있

다는 이다.과거에는 주로 부정 으로 인식되던 사치의 의미와 기

그리고 사회 가치 이 차 바 고 있으며,사람들은 고 품 자체에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체험을

159)양숙희․한수연(2007),“ 화의상에 나타난 사치성에 한 연구”,복식,57(4),

pp.81-94.을 김선 (2009),“ 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특성-2000년 이후를

심으로-”,한국의류학회지,33(4),p.570에서 재인용.

160)GillesLipovetsky,앞의 책,pp.80-84.

161)Danziger,N.Pamela ,최기철 역(2006),『매스티지 마 』,서울:미래의

창,pp.50-52을 문재윤,앞의 책,p.9에서 재인용.

162)문재윤,앞의 책,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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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시한다.이를 통해 과거의 사치품 소비자들이 가졌던 과시 욕

망에서 벗어나 소비의 의의를 개개인의 체험 욕구 충족에 두는 것이

다.이것은 사치가 차 일반 에게 보편화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것

이기도 하다.163)

소비를 일으키는 감정 인 근원 사치에 향을 미치는 감정을 분류

하면 사치는 과시형,질시형,환상형,동조형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으며,이러한 감정은 서로 복합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164)사치의

욕망이 과시,질시,환상,동조와 같은 개인 감정에서 비롯하거나,정체

성 기의 표 이라고 하더라도,사치는 개인 인 윤리의 문제로만 귀결

되지 않는다.소비자의 사치 욕망은 사회 으로 조건화된 것이므로,사치

의 문제는 소비사회가 가지는 구조 문제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165)

한편 의복 소비의 측면에서 무조건 으로 유행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은 낭비와 사치를 유발한다는 에서 과거로부터 비도덕 인 행태로 비

난받아왔다.로스(Ross,1917)는 유행은 일련의 계속되는 변화에 한 다

수의 선택이며,선택 시 효용성이 고려되더라도 이것이 유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하 다.유행은 모방과 신에 의해,일치와 변화가 교

로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 형성되며,이런 측면들의 어느 것도 효용의

원칙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하 다.166) 한 맥크라 (McCraken)은 18세

기 산업 명 이후 소비사회가 탄생하면서 소비자,소비를 일으키는 취향,

선호,사회 인 로젝트 등의 시도와 발 이 있었고,유행이 보다 더 많

은 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 으며,미(美)와 스타일이 공리에 해당하는

기능과 유용성보다 더 우선시되었다고 하 다.167)즉,의복은 재 소유

한 의복의 효용이 완 히 사라져야 새 것을 구매하는 체품목이 아

니라, 재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 욕구를 충족시

키기 해서 새 것을 구매하는 추가품목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구매보

다는 욕구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68)의복의 유효수명이

163) 의 책,pp.2-3.

164)김난도,앞의 책,pp.54-60.

165) 의 책,pp.156-157.

166)ElizabethB.Hurlock,앞의 책,p.2.

167)GrantMcCracken,앞의 책,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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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서가 아니라,유행의 수명이 다해서 옷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무

의미한 경제 낭비를 뜻한다.169)따라서 유행을 따르는 것은 비도덕

인 의복행동으로 단될 수 있다.

근 이후로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행과 이를 추종하는 이들

은 더욱 비 의 상이 되었다.170)토마스 무어(ThomasMoore)는 이성

이고 행복한 사회를 해서는 의복에서 ‘유행’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171)패션을 과시 인 여가,부,낭비의 측면

으로 논한 베블 (Veblen,1957)은 패션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지속

으로 반복되는 추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며,스타일의 부조화로

부터 멀어지고자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패션의 변화

를 비 하 다.172)다시 말해,사람들은 필요에 상 없이,유행하고 있거

나 다른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취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다.유행의 변화가 더욱 자주 일어날수록 유행의 낭비 요인은 더 커

지며,실용 요소는 더욱 어든다.173)소비자가 제품에 해 갖는 싫증

이나 새로운 느낌과 구별력의 상실 등과 같은 사회 심리 효용의 상실

에 의해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고 지속 으로 새로운 것이 생산되며 이것

은 다시 구매를 구하는 원인이 된다.이러한 이유로 패션산업은 소비

조장과 자원낭비를 진하고,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부정 인식

을 다.174)

최근 들어 경쟁 으로 나타나는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labelApparel)혹은 패스트 패션(fastfashion)은 거 한 유통망

을 무기로 제조와 소매를 일체화시켜 이 시즌 디자이 기성복 시장에

서 반응을 얻은 상품을 발 빠르게 복제해 매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 으며,이들로 인해 유행의 주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에이치 앤

168)이은 ,앞의 책,p.399.

169)신소윤,앞의 책,p.15.

170) 의 책,p.15.

171)JulietAsh․ ElizabethWilson(1992),『ChicThrills:A FashionReader』,

London:PandoraPress,p.225을 신소윤,앞의 책,pp.15-16에서 재인용.

172)ElizabethWilson,앞의 책,pp.50-58.

173)ElizabethB.Hurlock,앞의 책,p.3.

174)이유리 외,앞의 책,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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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H&M)’‘톱 (TopShop)’,‘유니클로(Uniqlo)’,‘자라(Zara)’등의 거

상업 랜드들은 에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 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175)이들은 결코 자신들만의 트 드나 스타일을 만들지 않고

매를 해 유행만을 좇으며 즉흥 으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176)무

비 인 유행의 추종이라는 부정 인 견해에도 불구하고,이들의 성공

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 요한 심사임177)을 증명해주는 듯하다.

하지수는 복식에서 사치성을 새 것에 한 무조건 인 선호로 나타나

는 유행지향성,지나친 고가 외제품을 선호하는 고가품지향성,과시 소

비 행태의 소비지향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178)신소윤은 의복을

과다소비하고,고가품이나 수입품을 선호하며, 변하는 유행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등의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는 태도로 보았다.179)오늘날의 사

치의 개념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화되고 그 범 가 넓어져 상 성 혹은

개인차가 크다. 의미의 사치는 시 ․사회 배경과 사치를 일

으키는 요인,그리고 소비자 등과의 계를 고려하여 다각 으로 논의되

어야 한다.180)패션이 사치인가,정당한 소비인가에 한 두 가지의 상반

된 인식 문제는 일률 인 잣 로 평가되기에는 복합 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보편 인 윤리에 기 하되,사회 합의와 구성원들의 의식

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81)

본 연구에서 복식의 물신성은 사치성과 련된 범주로서,낭비와 과소

비,고가품이나 수입품을 선호하는 과시소비,무조건 인 유행 추종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의 보편화로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에서 찾기 시작한 물

신주의에서 비롯된 개인 만족과 쾌락 소비의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

다.

175)이재정․박신미,앞의 책,p.28.

176) 의 책,p.301.

177)강혜원,앞의 책,p.124.

178)하지수,앞의 책,pp.381-382.

179)신소윤,앞의 책,p.17.

180)문재윤,앞의 책,p.13.

181)이유리 외,앞의 책,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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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행성

유행이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 가 일시 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리 퍼지는 사회 동조 상이나 경향을 말한다.182)유

행은 넓은 의미로는 습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기에 한 집단 사람들에

의하여 채택된 의복,음식,동작,언어의 받아들여진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183) 슨(Wilson,1985)은 유행을 사회 규범체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184)안스 크(Anspach,1967)는 특정한 스타일이 에게

받아들여져 유행된다면,이것은 그 스타일이 사회 환경에 합하기 때문

이며,따라서 패션 스타일은 사회를 상징 으로 표 한다고 하 다.185)

스 롤스(Sproles,1985)역시 유행을 한 사회 집단 내에서 상당수의 사람

들이 그 행 가 시기와 여건에 하기 때문에 일시 으로 수용하는 행

동방향으로 보았다.유행은 특정시기에 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

타일 는 생활양식이며,하나의 사회 집합 상으로서 의복 부호

(code)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유행은 시 를 반 하

며 특정시기에 유행하는 의복은 그 당시의 경제,사회․정치 여건,기

술발달,생활양식 등에 부합되는 의복이라 할 수 있다.186)따라서 그 시

의 유행을 따르는 것은 사회 규범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조 상으로

서 도덕 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동조성은 새로운 유행을 사회 내에

확산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187)

시간․장소․상황(TPO)에 맞고 습․규율 등 사회 요건에 합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정신 인 만족감을 수 있다.188)사람들은 일반

으로 자기가 속하는 사회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동조라고 하는데,집단 압력에 한 호응 상이다.의복

182)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2.02.21.

183)KarlyneAnspach(1967),『TheWhyofFashion』,Ames:TheIowaState

UniversityPress,p.ⅺ.

184)ElizabethWilson,앞의 책,p.52.

185)이인자 외,앞의 책,p.93.

186)강혜원,앞의 책,pp.126-127.

187)이은 ,앞의 책,p.334.

188)백 자 외(2011),『패션과 문화』,서울:한국방송통신 학교출 부,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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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조는 타인의 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말

하며,189)사람들은 의복의 동조를 통해 정체감과 집단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190) 한 동조를 통해 사회 으로 발생되는 심리 두려움,불확실

성,그리고 불안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기도 한다.191)다른 사람들이 자

기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임을 알았을 때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심리 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192)사람들은 일정한 규범에 동조함으

로써 정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이인자는 동조성과 련된 패션의 정의를 지배 스타일, 재 가장

합한 스타일,집합행동의 표 으로 설명하 다.193)즉 동조성은 사람들

이 자신들의 행동을 기존 규범에 응시키는 과정이며,개인이 집단의

표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

다.194) 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의 어느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

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려고 하는데,이와 같은 것

은 의복의 간 인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의복 행동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95)동조욕구는 새로운 스타일이 사회 으로

승인되거나,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하여 승인될 때 더욱 강화된다.동조

는 개인의 사회 정체감을 충족시켜 으로써 소비자에게 만족을

다.196)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며,그러한 스타일을

착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심리 으로 지지받고 있

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197)사람들은 사회나 집단의 규범에 동조함으로

써 주 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며,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소속에 한 인

정을 획득하려고 한다.동조성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하

며,사람들은 집단이나 상황에 합하고 바람직한 의복 행동을 통해 사

189)이은 ,앞의 책,p.334.

190)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323.

191)강혜원,앞의 책,pp.126-127.

192)이인자 외,앞의 책,p.119.

193) 의 책,p.93.

194)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254.

195)이인자 외,앞의 책,p.42.

196)이은 ,앞의 책,pp.41-42.

197)강혜원,앞의 책,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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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호작용을 강화시킨다.

한 사회 집단에서 형 인 는 수용되는 의복착용 방법을 의복 규범

이라고 할 수 있으며,동조성은 의복규범을 수용하고 집단의 규범에 따

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98)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에 동조

할 때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소속을 인정받을 수 있다.의복은 소속집단

에 한 동조를 나타내는 요한 가시 수단이므로 의복동조를 통하여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소속에 한 인정을 획득할 수 있다.199)

뤼겔은 복식의 변화에 인간이 응하는 것은 유용성이나 미 가치

가 아닌 사회 승인이나 동조 욕구와 매우 련이 깊다고 하 으며,동

조에 실패하 을 때는 깊은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200)

유행을 동조성의 측면에서 볼 때,동조는 유행을 따르는 행동으로,

반동조는 유행과 구별되는 스타일의 선택행동으로,독립은 유행에

상 없이 독자 인 스타일의 선택행동으로 볼 수 있다.여기에서 동조와

비동조를 유행을 기 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행이 그 당시에 가

장 리 입 지는 스타일로,사회심리학에서 기 으로 삼는 규범 기

와 같기 때문이다.흔히 개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유행과 구별되는

비동조를 뜻하므로 반동조와 독립이 모두 포함된다.그런데 동조의 상

이 되는 것이 인 유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사회 반 인

유행을 기 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반동조 이고 개성 으로 보이는 새

로운 스타일의 의복 선택은 특정 집단에 한 높은 동조성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의복착용 시의 동조성은 개인별로 각기 다른

거 집단에 한 행동이므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201) 한 의복 동조의

동기에 따라 동조성을 분류할 때,규범 동조와 동일시 동조로 설명

되기도 한다.규범 동조는 유행에의 동조를,동일시 동조는 새로

운 유행에의 동조를 의미하므로 자를 일반 의미에서의 동조욕구로,

198)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243

199)이은 ,앞의 책,p.33.

200)John CarlFlügel(1945),『Man,Moralsand Society』,London:Penguin

Books,pp.138-139을 AileenRibeiro,앞의 책,p.12.에서 재인용.

201)이은 ,앞의 책,pp.3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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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를 일반 의미에서의 개성욕구로 표 할 수 있다.202)

유행은 동조성과 개성 추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사회 향에 의해

발생된다.모방과 구별이라는 인간본성의 모순 양면성은 의복에서 가

장 잘 나타나며,사람들은 주어진 규범을 따름으로써 일치감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남과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를 원

한다.203)동조와 개성에 한 욕구는 유행을 성립시키고 지속 으로 변

화하게 하는 근본 인 힘이 된다.204)개성의 추구가 새로운 유행의 시작

을 가져온다면 동조추구는 유행의 성장을 가져온다.205)자신이 속한 사

회 집단의 다른 이들로부터 달라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 집단의 다른 구

성원들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동조성이 개성을 지배한다.206)즉,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표 하려는 의지와 사회에 한 소속감

을 충족시키려는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이러한 모순된 욕구들이

유행을 창조하고 존속시킨다.207)

도이치와 제라드(Deutsch& Gerard,1955)는 동조를 유도하는 사회

향력을 심으로 규범 사회 향과 정보 사회 향으로 나 었다.

규범 사회 향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해 갖는 규범 기 에 어 나

지 않기 하여 다른 사람이나 소속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이다.

집단이 개인에게 매력 이고,그 집단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때 동조하

게 되며,이 때 얻어지는 요한 보상은 집단에의 수용이다.208)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려

는 욕구 때문에 동조하는 것은 동조 행동 그 자체가 목표이다.209)정보

사회 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정보에 따라 행동함

으로써 동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정

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행동한다. 사회

202)이은 ,앞의 책,p.339.

203)강혜원,앞의 책,pp.103-104.

204)이은 ,앞의 책,p.339.

205) 의 책,p.41.

206)ElizabethB.Hurlock,앞의 책,p.38.

207)강혜원,앞의 책,p.126.

208)이은 ,앞의 책,pp.336-337.

209)강혜원,앞의 책,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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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많은 정보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 동조성이

높아진다.210)이것은 의복을 올바르고 하게 입고자 하는 욕구에 의

해 동조하는 것이며,동조행동이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복의 동조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규범 향과 정보 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211)

유행에 동조하는 것이 도덕 인 의복 행동이라면,유행에 뒤떨어지거

나,유행을 따르지 않는 반 유행(anti-fashion)의복, 는 신 인 스타

일로 새롭게 소개된 의복은 비도덕 이라고 단될 수 있다.리베이로는

복식의 역사를 보수 인 힘인 도덕성과 이를 깨뜨리려는 새로운 스타일

의 지속 인 쟁이라고 하 으며,새로운 스타일은 그 진기함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약해질 때까지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 다.212)

신소윤(1994)은 시 미의식에 어 나는 이색 인 의복 스타일이 등장

하면 일단 비평이나 풍자의 상이 되고,이것이 기존의 도덕 념에

배되는 것일 때 보다 강한 비 을 받게 된다고 하 다.213)1960년 에

신 스타일이었던 미니스커트는 비도덕 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그

것이 에 의해 수용된 유행 스타일이 되었을 때 이러한 도덕 시비

는 사라지는 것이다.214)

한 유행에 동조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비난에 한 두려움

때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5)유행은 시 미의식을 반 한

것이므로 시 별 미 기 에 어 나는 것은 유행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

으로서,의복과 장식이 이 원리에 맞지 않거나 착용자의 신체조건과 어

울리지 않을 경우에 비난을 받게 된다.216)한 개인의 의복이 남들과 다

르기 때문에 생기는 비난의 두려움은 최신 유행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한 두려움,유행에 뒤진 의복을 입음으

210)이은 ,앞의 책,p.337.

211)강혜원,앞의 책,p.104.

212)AileenRibeiro,앞의 책,p.12.

213)신소윤,앞의 책,p.13.

214)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교재개발 원회(2001),『서울 학교 생활과학총서4-

생활과학의 이해』,서울:서울 학교출 부,p.63.

215)ElizabethB.Hurlock,앞의 책,p.40.

216)신소윤,앞의 책,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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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아 존 감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 받는 것에 한 두려움,그리고

외모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한 두려움 등이

있다.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유행에 동조하게 되

는 것이다.217)유행은 사회 으로 발생되는 심리 두려움,불확실성,그

리고 불안한 자아를 보호해 주므로,218)유행을 따름으로써 바람직한 의

생활을 하고 사회심리 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이상미를 반 하여 에게 수용된 미 념

이자 사회 규범이 되는 유행에 동조하고 이를 따르는 것과 그러한 미

원리에 부합되는 미 감각을 나타내는 복식행동을 유행성으로 보고

자 한다.

4)산업윤리성

21세기에 어들면서 정부,기업,소비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 문제는 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219),패션 산업 분야에서

도 여러 비윤리 행 에 한 비난이 발생하고 있다.패션 산업은 트

드,패션성,경제성을 지향하는데,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인권 등의 문제들은 윤리 문제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

다.220)

술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윤리 개념의 역사는 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의 미술 공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명 이후 기계화에 의해 량 생산된 생활 제품의 질이 극도로

하됨에 따라 조잡한 생활 제품에 한 윤리 인 문제가 거론되었다.모

리스는 존 러스킨(JohnRuskin)의 사상을 받아들여 생활제품의 질 향

상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새로운 기계제품의 사회 인 윤리문제를 고

려하는 미술공 운동으로 발 시켰다.221)“ 술 행 자체가 사회 속의

217)ElizabethB.Hurlock,앞의 책,p.41.

218)강혜원,앞의 책,p.127.

219)이유리 외,앞의 책,p.19.

220)권정숙(2009),“ 패션에 표 된 윤리 사고 특성”,인문논총,24(-),p.56.

221)이재국(1992),『디자인 가치론』,청주:청주 학교 출 부,pp.71-74을 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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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을 한 정 인 힘을 고취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한다”라는 모리스의 신념222)을 통한 개 은 당 에 성공 이지는 못했으

나 이후 사회를 한 디자인을 모색하는데 요한 시발 이 되었고 이후

사회 윤리,생태 이슈와 함께 패션 산업에 용되어 왔다.223)사회 윤

리의 측면에서 약과 욕을 강조한 로테스탄트 욕주의는 경제 공

황 이후 소비주의로 체되었다.경제공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소비주

의는 약과 욕의 윤리를 신해 재화와 용역을 소모하는 소비 그 자

체를 권장하 다.이 시기의 소비 윤리는 ‘소비’를 ‘선’으로 규정하

다.224)그러나 이러한 소비주의는 패션 산업에서 역기능을 일으키며 사

회 ,생태 문제 을 일으키기 시작하 다.오늘날의 의복이 심미성과

유행성에 치 하여 물질주의 성향으로 진행된 결과,의복은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미래지향 인 사회로의 순행을 하는 주범으로 치부되고

있다 .225)

1960년 말,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는 반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은

이들은 진,워크 셔츠,직 염색한 티셔츠,오래된 패션아이템을 고매

장에서 구입하여 입고 다녔다.생태학(ecology)은 유행어가 되었고,천연

섬유가 다시 각 받기 시작하 다.226)1970년 이후 패션산업은 자연

섬유를 생산하고,인조 모피를 개발하고,직물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친환

경 인 방법을 모색․실천함으로써 패션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 문

제에 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27)1990년 이후부터는 원가 감을

통한 낮은 의류가격에 한 부담이 노동 착취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면

서,공정 노동에 한 소비자들의 심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228)

최근에는 아동노동착취가 이슈화되었던 스포츠 의류 랜드 나이키

(2010),“윤리 패션 디자인”,복식,60(8),p.153.에서 재인용.

222)이재정․박신미,앞의 책,p.38.

223)고 진(2010),“윤리 패션 디자인”,복식,60(8),p.153.

224)이유리 외,앞의 책,pp.27-28.

225)권정숙,앞의 책,p.59.

226)장남경(2011),“윤리 패션 디자인을 한 실천 방안”,기 조형학연구,12(6),

p.351.

227)김민자 외,앞의 책,p.444.

228)장남경,앞의 책,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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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의 제조 하청 공장 사례,동물학 로 비난받는 패션 랜드의 모

피,쉽게 사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fastfashion)이 야기하는 폐기물 문제

등 사회 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229)패션 산업

에서 발생하는 주요 윤리 이슈로는 아동 노동,작업환경,디자인 복제,

공정 무역,환경오염,외모 조장(appearanceprofiling)등이 있다.230)패

션 산업의 윤리성은 크게 기업 윤리와 소비 윤리로 분류되는데,먼 기

업 윤리에는 자원고갈․동물학 ․염색 가공․작업환경․운송․세탁

세제․폐기․재활용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 역,근무환경․고용

임 ․아동노동․복리후생과 련된 노동 역,복제품․공익디자인․친

환경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디자인 역,기업 간 불공정 행 ․제품

안정성․사이즈 조작․가격 담합․물질주의․성 상품화․외모 심 가치

․원산지 규정․덤핑 등을 포함하는 상거래 역 등에 한 윤리 이

슈가 있다.그리고 소비 윤리에는 소비자 구매․불매 운동,반소비주의,

과소비,강박소비, 독소비,복제품 구매,비선의의 환불 반품,상

도,친환경 소비,재사용 등의 이슈가 포함되었다.231)

이러한 윤리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기업과 소비자들은 윤리 이

고 사회 으로 의식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하 고,친환경패션,지속

가능성(Sustainablilty),슬로 패션(Slow fashion),기업의 사회 책임

(CorporateSocialResponsibility:CSR),착한 소비,윤리 패션,윤리

소비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21세기는 사회 반에 윤리의

요성이 강조되면서,윤리가 소비의 요한 선택 기 이자,기업의 경

략으로 부각되는 시 가 된 것이다.232)소비자들은 소비 윤리를 통한

사회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소비 윤리는 개인 는 집단 소비자가 재

화와 용역을 구입,사용,폐기하는 행동에 한 도덕 원리와 기 이라

229)최윤정․이유리(2009),“패션산업에서 윤리 연구의 동향과 방향:패션산업 윤리

연구의 주요 흐름 제언”,패션정보와 기술,6(-),p.63.

230)Dickson,M.A.& Eckman,M (2006),”Socialresponsibility:theconceptas

defined by appareland textile scholars”,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24(3),pp.178-191을 이유리 외,앞의 책,p.3에서 재인용.

231)이유리 외,앞의 책,p.8을 고 진,앞의 책,p.159에서 재인용.

232)권정숙,앞의 책,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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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볼 수 있다.소비 윤리는 소비행동 혹은 소비문화에 한 비

소비에 한 비 시각,소비자와 기업에 한 윤리 행동,미래를 생

각하는 자세 등 사회 책임을 지니게 된 소비자들은 소비의사결정과정

에서 가격,품질 등 제품정보 외에 기업의 평 과 이미지,윤리성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233)기업과 디자이 들은 환경 친화 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라다(Prada),카르티에(Cartier) 랜드와 같이 이익

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미술 을 직 짓는 등,여러 방면으로

랜드의 사회 기여에 한 홍보활동을 하 다.234) 한 의복 생산에 있어

서 노동력 착취가 없음을 보여 주거나,사회에 기업 이익을 환원함을 보

여주는 고를 하는 ,소비자들이 상 에 와서 헌 옷을 팔고,사고,교

환할 수 있는 미국의 버팔로 익스체인지(BuffaloExchange)의 의복 재사

용의 ,2005년 세계 최 소매업체인 월마트(Wal-Mart)의 100% 재생

에서지 공 ,쓰 기를 완 히 없애는 데 도 ,지속 가능한 재료로 된

제품 매 선언 등은 2000년 이후 달라진 소비자들의 웰빙과 련한 태

도변화와 패션 련 업계의 응 방향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235)신발

한 켤 가 팔릴 때마다 한 켤 를 개발도상국 지역의 어린이에게 기증하

는 ‘일 일 기부(OneforOne)’를 실화시킨 ‘탐스슈즈(TOMSShoes)’

는 세계 인 심과 지지 속에 로벌 랜드로 성장하 다.236) 한

2007년 국의 무명 디자이 아냐 힌드마치(AnyaHindmarch)는 면 가

방에 “나는 라스틱 백이 아니다(I‘m notaplasticbag)”라는 문구를

넣어 자신의 가방을 할리우드 화배우의 필수품으로 만들며 세계에

장바구니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237)이외에도 패션계는 계속해

서 새로운 공정과정을 개발해 환경문제에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기업의 사회 책임

활동은 술 후원,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한 지원,복리후생 향상,

환경 보호활동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공정한 생산

233)이유리 외,앞의 책,pp.28-30.

234)김민자 외,앞의 책,p.448.

235) 의 책,p.451.

236)탐스슈즈 (www.tomsshoes.co.kr).검색일자:2013.01.31.

237)이재정․박신미,앞의 책,p.336.



-60-

무역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안기업의 형태도 등장하

고,친환경 제품 디자인이나 제품 라인의 개발도 활발히 개되고 있

다.238)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복식 상으

로서 패션 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나타

나는 기업윤리와 소비윤리의 상들을 산업윤리성으로 논하며,복식도덕

성의 한 범주로 새롭게 근해 보고자 한다.단,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 상은 물신주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물신성의 측면

에서 다루고자 한다.

5)기능성

복식도덕성에 있어서 의복의 물리 기능과 련된 기능성은 의복이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신체의 쾌

감을 높여 주는 것을 말한다.의복의 궁극 인 목표는 인체에 착용되

는 것이므로,의복은 환경 인 조건과 인체 생리 변화에 합하여 그 의

복을 착용한 사람이 ‘쾌 하다’고 느낄 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

다.239)

의복이 인체를 보호하면서 쾌 하고 효율 인 생활을 증진시키기 해

서는 보건 생상의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온열생리 인 면,운동기

능성 요구도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이를 해,인간의 활동․휴양․취침

등 일상생활의 요구에 맞는 의복의 형태 착용방법을 규명하고,생활

양식․주택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생활을 한 의복의 역할과 용방

법의 변화도 인식해야 한다.인간의 생리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쾌 한

의복기후를 형성함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고 체온조 을 원활히 할 수 있

어야 한다. 한 피부 면을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여러 가

지 작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으로부터 인체를 안 하게 보호해

야 한다.신체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한 의복 재료와 의복 형태도

238)최윤정․이유리,앞의 책,p.63.

239)이순원 외(2006),『의복과 환경』,서울:한국방송통신 학교출 부,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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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240)착용한 의복이 인체의 피부 활동에 응하여 변화

하지 않으면 신체는 구속감을 느끼게 되는데,의복에 의한 동작의 구속

은 인간과 의복 사이에서 소비되는 무효작업량을 증 시켜 생활효율이

하되어 피로해지기 쉽다. 무 무거운 의복이나 몸을 무 조이는

의복은 의복압을 증 시켜 피부 을 압박하여 류를 정체시키고 내

장 기 에도 향을 미친다.의복은 활동의 목 과 정도에 따라 착용자

에 맞는 합한 여유와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무 끼는 것, 무 많은

장식과 여유가 있는 의복 한 피로를 일으키기 쉽고 사고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241)의복은 물리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합한 재료와 소

재의 사용으로 기능과 구조에 무리가 없고,인체에 한 안 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쾌 감을 주어야 한다.242)

복식 착용 시 신체를 변형하거나 질병을 유발하고 공 보건에 해가

되는 것은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 신체 활동과 세탁 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복식의 본래 목 과 필요성에 반 되는 것이

므로 비도덕 이다.복식을 착용했을 때의 신체 만족은 이상 인 의복

을 추구함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는 문제이다.243)의복의 신체 보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건강에 이롭지 못하고 신체의 활동에 어려움

을 주거나, 생과 안 성 실용성과 편의성을 침해하여 쾌 한 의생

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의복은 도덕성에 어 난다.패션의 역사를 살

펴보면 의복이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수많은 를 찾아볼 수 있

다.244)10세기 국에서 나타난 족으로 고통 받기 시작한 발,16세기

국 엘리자베스(Elizabeth) 1세 시 와 랑스 메디치가의 캐서린

(CatherinedeMedici)시 의 13인치 허리를 갖기 한 극단 형태의

코르셋,16세기 반부터 나타난 크리놀린(crinolin)의 과장된 형태,18세

기 의 딩게일(farthingale),18세기 로코코 시 의 기형 머리장식,

랑스 명 시 의 얇고 비치는 재질의 스커트,빅토리아(Victoria)시

240) 의 책,pp.6-9.

241)백 자 외(2011),『패션과 문화』,서울:한국방송통신 학교출 부,p.362.

242) 의 책,pp.146-147.

243)신소윤,앞의 책,p.16.

244)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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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르(pompadour)머리 장식과 모자와 같은 복식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나타났다.245)1772년경에는 육 한 로 된 코르

셋으로 인해 흉부의 통증이 증가했는데,이는 한 호흡을 방해하며

임산부에게 해롭고,흉부를 변형시킨다는 비 을 받았다.246) 한 폭이

넓은 스커트나 통이 넓은 바지,긴 스카 ,타이,늘어지는 소매,보석류

등은 안 의 문제를 일으킨다.247)여성복의 긴 트 인(train)은 먼지를

쓸고 다녀서 불결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하여 비난의 상이 되었고,

거 한 부풀려진 크리놀린은 마차바퀴에 엉키거나 말 아래로 밟히고 심

지어는 화재가 발생하여 생명을 하는 일도 있었다.248) 에도 보

정속옷이나 킬힐(kill-heel)이라고 불릴 정도로 굽이 높은 하이힐,각종

기술을 동원한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등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상은 당

의 유행 시 미의식을 따르고자 하는 심미 욕구에 의해 발생

한다.

이와 같이 복식의 기능성은 착용자의 복식 행동에 따른 건강, 생,안

편의성,실용성에 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20세기 이후로

복식은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간주되기보다는 소비상품으로 환되었

고,249)패션상품이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기는 하나 이것이 상품 선택의

요한 기 으로 작용하지는 못한다.250) 한 에어컨이나 난방 시스템

등은 인체를 추 나 더 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연 발생되었다는 복식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켰다.251)과학 기술의 발달로 환경의 조 이 가능

해졌고 의복의 리가 손쉬워졌기 때문에,의복의 기능 성질은 덜

요하게 되었다.인간은 유행을 의식하게 되었고 외모에 높은 가치를 두

게 되었다.252)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사회 안의 부가 확산되면서 경제

245) ElizabethB.Hurlock,앞의 책,pp.195-200.

246)AileenRibeiro,앞의 책,p.115.

247)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30.409.

248)AileenRibeiro,앞의 책,p.130

249)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교재개발 원회(2001),『서울 학교 생활과학총서4-

생활과학의 이해』,서울:서울 학교출 부,pp.60-61.

250)이은 ,앞의 책,p.199.

251)김민자(2004).『복식미학강의 1』,서울:교문사,p.17.

252)MarilynJ.Horn․LoisM.Gurel,앞의 책,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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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통해 생활수 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이 증가하 으며,다양한

여가․오락․취미생활은 패션의 다양화를 가져왔다.253)산업의 발달로

의복의 기능이 다양해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의복에서 패션성,즉 심미성

에 못지않게 의복의 기능성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쾌 성과 보호성

이 의복의 성능으로 더욱 요시되고 있다.254)여가생활을 즐기기 한

다양한 아웃도어웨어(outdoorwear)가 개발되고 있으며,유틸리티 패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이외에도 기능성이 요구되는 각 분야별로 더욱 세

분화된 패션제품군이 형성되고 있으며,패션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능성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건강, 생,안 편의,

실용성,쾌 함,신체활동의 증진 등을 추구하는 태도로 살펴보고자 한

다.

3.복식도덕성과 범주에 한 논의

복식도덕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 기 과 그 내용이 변화하며,

착용자가 속한 사회 맥락,즉 시 ․장소․문화․상황에 향을 받는

다.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복식도덕성을 이루는 범주로 살펴본 내

용은 다음과 같다.정숙성은 신체의 노출이나 복식 규범의 수에 한

것이며,일반 으로 노출을 많이 하는 경우,복식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

우에 비도덕 인 것으로 인식된다.물신성은 복식에서의 사치․낭비․과

소비․유행의 무비 추종․쾌락에 한 것이며 일반 으로 모두 비도

덕 인 것으로 여겨진다.유행성은 시 이상미로 수용된 유행에

의 동조와 그 미 원리에 부합되는 것을 도덕 이라고 여기는 태도이

며,산업윤리성은 환경보호의 움직임,기업윤리와 소비윤리,친환경 패션

등 패션 산업의 윤리 이슈에 한 태도로 이를 추구하는 것이 도

덕 인 것으로 인식된다.기능성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건강․

생․쾌 ․신체활동의 증진에 한 태도로서 이를 추구하지 못했을 경우

253)이은 ,앞의 책,p.73.

254)백 자 외,앞의 책,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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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 인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어떠한 것이 도덕 인가 혹은 비도

덕 인가에 한 단의 내용은 시 의 변화와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특히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기 이 이지

않은 다원화 시 에는 단의 기 과 범 가 더욱 확 되고 있으며,다

양한 시각에 의해 용 인 해석도 가능하다.따라서 복식도덕성을 이루

는 다섯 가지 범주는 모두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악해야

하며,<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복식도덕성의 범주와 사회문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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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본 연구에서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

철학 ․사회학 에서 고찰한 도덕성은 그 내용의 용 범 와

변화여부에 따라 보편 불변의 도덕성과 다원 가변의 도덕성으로 구

분되었다.보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에는 법칙론 도덕성과 목 론

도덕성이 해당된다.법칙론 도덕성은 인간에게는 구나 마땅히 지켜

야 할 행 의 법칙이 주어져 있으며,이것은 시 와 장소를 월하여 인

간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행 의 옳고 그름을 선천 으로 주어진

도덕 법칙에 따라 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목 론 도덕성은 모든 인

간이 실 하기 해 노력해야 하는 마땅한 삶의 보편 목 이 정해져

있으므로,그 목 의 실 을 해 합한 행 는 옳은 행 로 평가될 것

이며,그 목 에 배되는 행 는 그릇된 행 로 평가된다고 본다.이러

한 목 은 성을 가지며,도덕 차원과 평가에 있어 선과 악 는

옳고 그름을 단하기 하여 제되는 원리로 볼 수 있고,이 보편

목 의 달성 가능 여부에 따라 도덕성이 단된다.255)따라서 보편 불

변의 도덕성은 도덕률과 같은 변하지 않는 도덕규범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매우 요하다고 본다.인간이면 구나

추구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제함으로써 보편 도덕원리

를 제시하고자 최고선을 지향했던 아리스토텔 스와 만인에게 보편타당

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법칙론을 내세운 칸트의 철학이 이러한 입

장에 해당한다. 한 목 론 도덕을 추구한 공리주의자들도 이러한 도

덕성이 보편 이라는 에서 동의하 기 때문에256)이와 같은 입장에 있

다고 여겨진다.

한편 다원 이고 가변 인 도덕성의 이론들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와

여러 가지 상황 맥락에 따라서 도덕성이 단될 수 있다고 하 다.

다원 가변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도덕 기 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

이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법규는

255)김태길(1995),『한국윤리의 재정립』,서울:철학과 실사,p.21.

256)이서행(2012),『한국윤리문화사』,서울:한국학 안연구원 출 부,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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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도덕의 복수성을 고려한 뒤르 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요시한 푸코는 도덕 념에 있어서 시 성과 사회성을

반 하고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며 도덕을 사회학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에서 복식도덕성을 고려해볼 때,복식 그 자체는

이미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시 와 사회의 변화에 깊은 련이

있으므로 다원 이고 가변 인 도덕 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헐록(Hurlock)은 복식도덕성은 그 이상이 발생된 환경과 시간 배

경에 따라 좌우되는 가변 인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요하다고 지 하

다.257)신체와 복식의 외 에 있어서 미의 개념은 시 에 따라 다르므

로,이에 한 도덕 기 도 당연히 변화한다.258)복식사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식 변화 과정에서도 시 와 문화,사회 배경이라는 상황

맥락에 따라 도덕성 범주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충분히 찰할

수 있다.그럼에도 인간의 기본 인 생활 문화에 필수 인 복식은 의식

주의 의생활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속 으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보

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복식도덕성

은 다원성과 가변성,보편성과 불변성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며 시 정신

사회 맥락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3,4장에서

1990년 이 과 이후의 복식도덕성을 고찰해 으로써 이러한 속성들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은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57)ElizabethB.Hurlock,앞의 책,p.223.

258)신소윤,앞의 책,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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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본 연구에서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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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1990년 이 사회문화 맥락에 따

른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사 고찰

본 장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사회의 발

과 변화로 인해 나타난 상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사회

문화 요인으로서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의 의미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한국의 사회문화

요인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의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서구화,

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한국사회는 6․25 쟁

을 겪으며 생활 방식이 차 변화하 고 물질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

다.미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통 가치 이 약화되었으며,새마을운동

과 같은 움직임으로 차 사회가 발 하게 되었다. 속한 도시화로 인

하여 지역격차가 발생하 으며,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선택의 자유가

요시되었고,비물질 인 가치 도 부상하게 되었다.개성을 강조하는 라

이 스타일이 등장하 고,물질 부의 축 으로 과시 소비가 나타나

기도 하 으며,쾌락 가치가 상승하 다.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하여

김태길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도덕 무정부 상태와 좌우익의

갈등, 만능과 향락 그리고 이기주의,흔들리는 가족 윤리,남녀 (男

女觀)과 성 윤리, 통의식과 시민의식,자유 민주주의의 허실로 살펴보

았다.259)김형철은 한국사회의 도덕 처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공직자

윤리,과소비,에 지문제와 시민의식,환경문제 등으로 보았다.260)안계

춘은 한국사회 변동의 요한 국면을 해방과 한국 쟁으로 인한 미국의

259)김태길,앞의 책,pp.258-303.

260)김형철(1996),『한국사회의 도덕개 』,서울:철학과 실사,pp.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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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인구의 이동,자유민주주의로의 정치 변화,산업화와 경제발

으로 인한 직업구조 변화․국민소득증가․환경 괴,도시화와 농 의

축, 사회화의 측면에서 논했다.261)윤덕홍은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

됨에 따라 사회 내의 부정 인 작용에 하여 민주화,사회 불평등 극

복,경제성장이 농 에 미치는 향,환경․공해문제에 한 심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 다.262)

본 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양상 에서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을 도덕 아노미 상태,서구문명의 무분별 수용,

가족가치 과 성도덕의 변화,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치 풍조,환경문

제 인식의 5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도덕 아노미 상태

한국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한국 쟁이라는 역사 사건을 겪으며

1960년 이후 속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을 경험하 다.우리 사회는 압

축성장한 근 화로 인해 격한 사회변동과 가치혼란을 겪어왔으며,특

히 분단으로 인해 좌우이념 갈등뿐 아니라 아노미(Anomie) 상과 가치

붕괴증후군까지 일어났다.특히 이념갈등과 도덕불감증,가치 의 혼란

등으로 사회 병리 상이 심화되었다.263)해방 이후라는 역사 환

기의 한국은 정치,경제,사회의 무질서로 인해 기성 도덕 념이 해이해

졌고,자유와 방종의 혼동이 일어났다.일본인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강탈

하고,이력서 조를 통해 공직을 차지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고,양심이

나 도덕에 냉소 인 태도를 취하는 분 기가 조성되기도 하 다.264)이

러한 사회 혼란과 함께 정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비민주 인

체계가 사회의 각 역에 침투되었다.윤덕홍은 부정부패와 이기 리

추구가 상호불신의 풍조를 만연시켰고,사회를 도덕 아노미의 상태로

261)안계춘(1998),『한국사회와 사회학』,서울:나남출 ,pp.16-22.

262)윤덕홍(1999),『한국사회의 변동』,서울:삼 사,pp.87-90.

263)이서행(2012),『한국윤리문화사』,서울:한국학 앙연구원 출 부,pp.13-14.

264)김태길,앞의 책,pp.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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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다고 보았다.265)4․19 명의 원동력은 이러한 사회 문제의

심에 놓여 있는 ‘도덕’에 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19 명은 정치 자유에 한 갈망보다도 정권의 도덕 부패에

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덕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명

을 이끈 학생들은 ‘새 생활 운동’이라는 국민 윤리 운동을 개하기도

하 다.이 운동은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윤리 상

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각과 의지가 구체 형태를 띠고 나타난 최 의

실천 운동이라는 에서 의의가 컸다. 한 5․16군사정변의 주도 세력

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윤리 구호를 앞세웠으며,‘구악(旧惡)을 일소’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인간개조(人間改造)’를 국민의 공동 과제로 제

시하기도 하 다.266)이후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실행되었고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면서 속도로 발 되기

시작하 다.그러나 성장 주의 발 정책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를 낳았고 여러 윤리 문제들을 일으키며 통 인 가치 에 혼란

을 가져오게 되었다.해방 이후의 사회가 빠르게 변동했던 것에 비해 변

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이 부재하 던 것은 이와 같은 도덕 아노미

상의 확산을 야기하며 사회 분열을 일으켰다.

2.서구문명의 무분별수용

해방 이후 서구의 문화는 일방 으로 유입되었고, 속한 서구화의 진

행으로 한국 문화의 변동을 래하 다.당시에 서구 인 것은 미국 인

것을 뜻했으며 서구문화는 신기하고 편리한 것으로서 우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으며 서양화로의 환을 더욱 진시켰다.미국은

빈곤한 경제 여건 속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서양의 물질문명은 차 서민에게까지 침투해 들

어갔다.특히 6․25 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구호물품은 생존에 매우

265)윤덕홍,앞의 책,p.8.

266)김태길,앞의 책,pp.2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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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었으며,자본주의의 강 국인 미국의 상품은 가장 세련된 고

품이라는 인식이 만연하 고,미제에 한 환상을 갖게 하 다.역사 으

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해 갖게 된 이미지 형성에 결정 인 역할을 했

던 매개자는 선교사,미군, 매체,그리고 어를 할 수 있거나 미국

인을 직 했던 한국의 료나 지식인들이었다.미국에 한 동경은

주로 문화와 소비를 통해서 나타났다.267)물질문화에서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문화로 표되는 서구 문화는 우리 사회에 압도 인

향력을 행사했다.서구의 사고방식과 서구식 생활을 리 퍼트리고 익숙

하게 하는 데에는 ‘화’의 향력이 컸다.할리우드 화는 성과 육체에

한 념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 삶에 한

환상을 심어주었다.화면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한국인의 통 정

서에 충격을 주었고,엄청난 효과로 인해 서구식 생활 패턴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었으며,동경하는 가수나 화배우 같은 ‘스타’에

한 의식도 싹텄다.이들은 ‘앞선 생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로서 일반

인들에게 큰 향을 미쳤다.268)할리우드 화의 독보 인 한국 화 스

크린의 지배는 미의 기 의 서구화에 향을 미쳤고,자유분방해 보이는

생활과 풍족하고 화려해 보이는 미국문화에 한 선망으로 이어졌다.269)

서구의 문화는 우리 문화의 표 으로 받아들여졌으며,다소 보수 인 한

국 정서와 충돌하 고, 은 세 의 가치 형성에 큰 향을 미쳐 기

성세 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 다.서구문명에 한 무

분별한 문화수용태도는 주체성이 결여된 식민지 인 문화 상이라고 비

되며 각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 으나,서구문물을 무조건 으로

선호하는 풍토는 더욱 확산되었고, 통 문화와 고유의 미풍양속,윤리

의식에 도 하며 한국사회의 변화에 향을 미쳤다.

267)김덕호(2005),“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소비와 미국화 문제”,미국학논집,37(3),

p.157.

268)윤수 (2003),“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근거한 버내큘러 디자인에 한 연구”,

홍익 학교 석사학 논문,p.33.

269)최수아,앞의 책,p.71.



-72-

3.가족가치 과 성 도덕의 변화

통 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 악하기보다는 어떤

가문의 한 성원으로서 악하고,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집단

을 우선시해 왔으며,이러한 의식 구조를 바탕으로 통 윤리 의식이

형성되었다.270) 통 인 가족제도는 부계 통계승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제도 다.철 한 가부장권이 확립되어 남성우 의 차별 가족 계

를 유지해왔으며,여성의 임무는 남아를 출산하고 모든 집안 살림을 맡

아하며 시부모를 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271)그러나 해방 이

후 사회의 변동은 한국의 통 가족 제도와 가족 윤리에 동요를 일으

켰고,경제 구조의 변화는 가족 제도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272)

핵가족의 형태와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확산되며 가정의 윤리가 을

받게 되었다.여성의 법 지 에 변화가 나타났고,여성은 스스로의 가

치를 깨달았으며,사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능동 이고 개방 이

며 자주 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273) 한 가족노동 심의 농업은

차 쇠퇴하게 되어 통 인 가족이 해체되고,한사람의 주소득자를

심으로 가족이 재구성되어,가족규모가 축소되었다.가구수가 증가하고

가구원이 감소하며,부양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공업화로 인해 취업률

이 증 하고,그로 인해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말해

다.274)여성의 의식구조 변화와 이러한 핵가족화 상은 가족가치 에

향을 미치며 수평 가치 의 팽배는 통과의 단 ,가족기능의 약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가치 의 확산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해방 이후 가족 가치 이 변화함과 함께 성 도덕도 크게 흔들렸다.우

리 문화에서는 부녀들의 정조 념이 매우 강했다는 이 통 성 윤

리의 핵심이었으며,정 의 미덕은 남자들의 타율에 의하여 형성된 덕목

270)김태길,앞의 책,p.289.

271)이배용(2003),“한국 여성생활과 의식변화에 한 사 고찰”,한국근

사연구,25(-),p.611.

272)김태길,앞의 책,p.279.

273)이배용,앞의 책,p.615.

274)윤덕홍,앞의 책,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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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그러나 해방을 계기로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남녀평등사상

이 유입되었고,경성 학이 최 로 남녀 공학을 실시한 후 다른 학에

서도 남녀 공학 제도를 도입하여 성(性)의 벽이 낮아지게 되었다.여성에

한 남성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었고,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정 의

미덕은 그 바탕을 잃게 되었다.275)남녀평등사상의 확산으로 은 세

들의 가치 이 변화하 고,남녀의 자유연애도 자연스러운 상으로 여

겨지는 등 성 도덕이 개방 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4.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치 풍조

한국의 근 화 경제성장의 과정은 소득의 불균형,사회계 의 분화,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래하 다.276) 빈곤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은 경제 성장에 성공하여 생활에 안정을 얻었을 뿐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돈이 제일이라는 인생 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자

물질만능의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다.물질의 소유는 개인의 사회 지

와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으며,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을 모으려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 다.

속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향락과 과소비에 빠지기 시작했다. 국 각지에 각종 유흥업소가

생겼고,돈을 쉽게 번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 다.외국에서 값비싼 사

치품이 수입되었고 사치스러운 가구와 의류 는 장신구를 소유함으로써

높은 신분을 과시하는 속물근성이 범람하 다.공직자들도 이 풍조에 흡

수되었으며,배타 경쟁 속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 다.일부

부유층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목격한 서민들은 화감을 느 고,빈부

의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공정성이나

분배의 정의를 기 하기 어려웠고,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만연하

으며,‘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벌

275)김태길,앞의 책,p.283-287.

276)윤덕홍,앞의 책,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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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서민들의 생활수 이 향상되기는 하 어도 ‘상 빈곤감’에 민

심은 등을 돌렸고,일부 학생들은 공부보다도 ‘학생 운동’에서 의의와

보람을 찾는 풍토가 조성되었다.277)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받아들일 때 그 문제 을 경계하고 반성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개인의 자유와 권익 추구를 지향하다보니 타인과

공동체에 한 배려가 부족하게 되었고,사치와 낭비,향락주의가 만연하

게 된 것이다.278)이와 같이 물질만능주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등 분야에 향을 미치며 한국의 도덕성 상실을 가져온 근본

인 원인이 되었다.

5.환경문제 인식 미비

한국의 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상 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사람들은 환경 괴에 한 심각성에 해 인지하

지도 못했다.1970년 에 들어서야 훼손된 자연환경에 심을 갖기 시작

하 고 환경문제라는 것을 차 인식하게 되었다.한국의 산업화정책은

공업화정책이고, 기의 경공업 심에서 차 화학공업으로 이동해 감

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특히 도시의 기오염과

상수도오염,농경지의 토양오염 등은 국민의 생활 그 자체를 할 정

도로 심각한 상태에 달했다.279)오존층 괴와 지구 온난화 상 등의

기 오염과 과잉 개간으로 인한 토지의 척박화,폐기물 처리로 인한 토

지의 오염,폐수방치나 석유유출 폐기물 산 등으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이 그 이다.

도덕의 문제는 환경과 원천 으로 분리될 수 없다.한국은 산업발 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시켰다.개발의 신화

에 무 사로잡 있었으며,환경 문제에 한 국민의식 수 도 낮았다.

환경의 괴는 무지와 부정직성,지역이기주의,그리고 불공정에 그 나쁜

277)김태길,앞의 책,pp.270-271.

278) 의 책,p.295.

279)윤덕홍,앞의 책,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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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두고 있었다.280)1970년 말에 환경보호에 한 인식이 높아지

면서 환경보존법이 발효되고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면서 사회 으로 자

연과 환경의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281)그 후로 생활수 이 더

욱 향상되면서 환경문제의 요성이 인식되었고,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여성단체가 심이 되어 환경보호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

다.282)환경운동은 1980년 반의 국 공업단지 주변의 지역주민운동

을 지원하 고 반핵운동의 기치를 올렸다.1987년의 정국 이완과 1988년

의 개방 인 분 기에 힘입어 1989년에는 국 으로 많은 환경단체가

결성되었다.283)이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개발의 신화에 사로잡

환경문제에 한 인식이 매우 미비하 고,1980년 에 이르러서야 서

서히 극 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 2 사회문화 맥락에 따른 한국여성의 복식도

덕성 사 고찰

해방 직후의 여성복식은 부분 으로 통에의 회귀가 나타났으나,미

군의 군정과 해외동포의 거 귀국으로 복식의 서양화를 진시키는 효

과가 나타났다.284)1950년 에는 6․25 쟁으로 인한 결핍과 부족으로

복식문화의 침체기로 어들었으나,후반이 되면서 도약의 움직임이 일

어났고 의류도매시장과 양장 이 등장하게 되었다.1960년 에는 정치

격동기를 겪었으나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본격 인 산업발달이 시작

되어 경제 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기성복 시장이 확 되었고,사람들은

차 의류에 심을 갖게 되었다.1970년 에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

280) 김 진(2000), 『한국인을 한 윤리와 논리』, 서울: 철학과 실사,

pp.100-101.

281) 기숙 외(2003),『 패션 100년』,서울:교문사,p.248.

282)윤덕홍,앞의 책,p.89.

283)안계춘,앞의 책,pp.322-323.

284) 기숙 외,앞의 책,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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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새로운 복식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여성의 사회진출과

매체의 보 ,청년문화의 탄생 등으로 복식문화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80년 는 경제 ․문화 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 다.경제

성장과 수출의 증가,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반 인 생활수 의 향

상,컬러TV와 패션 문 잡지의 보 으로 패션에 한 인식의 환이

이루어졌으며,토털 룩(TotalLook)의 개념이 요하게 부각되었다.285)

이와 같이 여성복식은 사회문화 환경에 향을 받으며 변화했으므로,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은 여성복식의 도덕성 형성에도 직 ․간 으

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여성의 복

식도덕성에 하여 정숙성,물신성,유행성,산업윤리성,기능성의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 고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1.정숙성

정숙성은 신체를 노출하기보다는 은폐하여 성 흥미를 차단하고,

의바르고 단정하며 상황에 합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1990년 이 까지의 정숙성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

출 복식,정숙하지 못한 화장법과 헤어스타일,과다노출에 한 규제,양

장의 한 착용법 등에 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 여성복식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의 유행을 따르는 풍

조로 나타난 진한 화장이나 마머리,바지착용,양장의 과다노출 등이

비난의 상이 되었다.특히 타이트스커트와 슬리 리스 상의,수 복은

부정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286)1960년 부터 신체 노출은 하나의 유행

으로 간주될 만큼 명 이었다.여름철이 되면,여성들은 소매 없는 슬

리 리스 패션과 함께 자신의 허벅다리를 담하게 노출시켰고 비키니

285) 의 책,p.267.

286)신소윤,앞의 책,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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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ini)수 복을 입었다.미니스커트 유행이 미의 심사로 떠오를

무렵,여성들의 신체 노출은 ‘쟁 기사’와 ‘특집기사’로 다 질 정도로 뜨

거운 사회 이슈 다.정신과 교양의 문제,과다노출이라는 경범죄 처벌

요건으로 비난되기도 하 고, 당한 노출은 신성한 자기희생이자 건강

미의 상징으로 주장되기도 하 다.287)

미니스커트는 1967년 3월 디자이 박윤정의 작품발표회에서 처음 소

개되고 가수 윤복희가 입으면서 선풍 으로 유행하기 시작하 다.288)기

존의 의상에 비해 활동 이고 단순화된 스타일의 미니스커트가 은 층

을 심으로 빠르게 보 되었다.미니스커트에 하여 ‘허벅지가 훤히 드

러나는 옷은 용납될 수 없다.’는 비 도 있었지만,이러한 격 인 의상

은 기성세 의 가치 과 다른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은이들의 감각에

부합하여 으로 유행하게 되었다.무릎 5cm 정도에서 입 지기

시작하여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의상으로 꾸 히 인기를 얻었으며,

1968년에는 무릎 30cm까지 올라갔고,‘마이크로’라는 이름으로 더욱

짧은 미니스커트가 등장하기도 하 다.이 시기에 노출에 한 규제가

많이 나타났는데,무용수의 과다노출에 한 경고나 속옷이나 나체를 방

송소재로 사용하는 데 한 규제 등이 있었다.289)이러한 규제에도 불구

하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자 스커트 신 짧은 치마바지가 권장되기도

하 다.

이러한 노출 복식은 여성이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는데,

1960년 이후 서구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개방 인 문화,그리고 여성

의 사회 지 향상과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여성은 더 이상 가부

장제 사회에서 폐쇄 치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보다 극 인 사회

참여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이러한 경향 속에서 미니스커트의 출 은

여성 해방의 한 단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290)1970에 들어서면서 사회

물의를 일으킨 핫팬츠가 등장하 으며,미니스커트는 무릎 20cm

287)김 찬․김종희(2012),“1960년 후반 여성지를 통해 본 근 패션과 소비문

화에 한 연구”,커뮤니 이션 이론,8(2),p.177.

288)신소윤,앞의 책,p.41.

289) 의 책,p.44.

290) 기숙 외,앞의 책,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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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까지 올라갔고,그 외에도 미디(midi),맥시(maxi)스커트와 탈롱

(pantalon)등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 다.291)1970년 반에는 패션에

한 사회 인식이 부정 이어서 정부에 의해 패션의 통제가 이루어졌

다.1971년에는 박정희 통령이 히피족에 한 텔 비 방송 출연

지를 지시하는 등 매스컴에 한 통제가 강화되었다.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30cm 이상까지 올라간 담한 마이크로 미니가 등장하자 풍속

사범의 단속 상이 되었고,미니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의 경우 무릎

17cm이상은 경범죄로 처벌되기도 하 다.유신이 단행되어 방송에서 패

션의 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패션쇼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292)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 외에도 엉덩이와 배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탈롱이 유행하고,여름에는 핫팬츠와 비키니 수 복을 입게 되면서,여

성들의 노출이 담해졌다.293)1980년 에는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바디컨셔스(body-conscious)실루엣이 유행하 으며,몸매가 드러나는

스키 바지가 인기를 렸고, 택 있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신체를

지나게 노출하는 패션은 자극 이고,선정 이라는 측면에서 여 히 비

을 받고 있었으나,여성들은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고자 하 으며,노출

표 은 유행 스타일에 따라 더욱 진화하고 있었다.

한편,TV와 신문 등 매스미디어의 보 과 국제 인 교류를 통해 생활

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섬유 산업의 발달로 수출이 증 하 고 기성복

생산이 증가하 으며,한국의 1인당 섬유 소비량이 증가하 다.자연히

사람들의 패션에 한 심이 높아져서 패션 의식에도 변화와 발 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신문의 문화면에는 가정란이 신설되어 여성 양장의 올

바른 착용법이나 상식에 한 기사를 연재하 고,패션 업계의 마

략으로 의복의 T.P.O.개념이 도입되는 등 때와 장소 상황에 합

한 의바르고 매 있는 옷차림에 한 복식규범이 정립되었으며,각종

스포츠에 합한 다양한 복식 형태가 개발되었다.신체의 노출뿐만 아니

291) 완길 외,앞의 책,pp.135-136.

292) 기숙 외,앞의 책,p.251.

293)김윤희(1998),“ 한국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한 미의식”,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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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옷차림에 한 의식으로서 정숙성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

통 이고 보수 이며 단아한 옷차림,수수하며 잖은 옷차림,단정하고

의바른 옷차림이 정숙한 것으로 여겨졌다.여성의 청바지 착용은 의

에 어 난 것으로 여겨져 비난의 상이 되었고,올바르지 못한 양장 착

용도 비 되었다.그밖에도 공식 인 자리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양장

차림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맨발로 구두를 신는 것도 부

한 것으로 여겨졌다.294)

이와 같이 여성복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

세 를 심으로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를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의 신체

노출 표 이 유행하 고,여성의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

는 경향이 차 증가했다. 한 복식의 서구화로 인해 양장의 올바른 착

용방법에 하여 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에 따른 한 복장에 한

복식규범이 형성되었다.1990년 이 의 정숙성은 신체 노출복식에

한 비 과 T.P.O.에 합한 차림을 추구하는 것과 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물신성

물신성은 복식의 사치와 낭비,과소비,고가품이나 수입품을 선호하는

과시소비,무조건 인 유행 추종에 하여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태도이

다.해방 이후 물신성은 서구 유행의 추종과 외제품의 선호,부유층의 사

치풍조,과소비 상에 한 비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쟁 이후 일부층은 미군 기지나 수를 통해 서양에서 유행하는 새로

운 스타일의 외국제품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구두나 양산,화장품,

액세서리도 모두 외국산이 부분이었다.295)서구 문화를 무비 으로

추종하여 지나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은 비 의 상이 되

었다.서구 스타일의 유행 복식을 무비 으로 수용하는 여성들의 태도

294)신소윤,앞의 책,pp.45-47.

295) 유수경(1990), 『韓國女性洋裝變遷史(한국여성양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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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 심과 비합리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상이 되었다.무조

건 인 유행 추종 상은 1960년 까지 사치로 간주되었다.296)의복

의 효용보다 유행을 추구하는 것은 비합리 인 상으로 여겨졌기 때문

이다.사회가 안정되자 각종 매체가 활성화되고 해외와의 교류가 늘

면서 여성복식의 서구화가 진되었고 외국 패션 잡지를 통해 해외 패션

정보가 유입되었으며,최신 유행이 소개되기 시작했다.여성의 사회진출

이 늘어나면서 패션에 한 동경심이 커졌고, 수품이 범람하면서 풍자

와 비난의 상이 되었다.이에 따라 수를 근 하고 외제 선호 사상을

타 하자는 취지의 사회 움직임이 극 으로 나타났다.

1950년 부터 여성복 양장 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1970년 가 되면서

양장 에서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차 일반화되었다.1950년 의 몇몇

손꼽히는 양장 디자이 와 양장 에서 만드는 옷의 고객은 ‘양공주297)’를

선두로 시작하여,유명 배우나 가수 같은 연 인,그리고 고 층 부인들

이었다.부유층과 성산업 연 산업의 종사자들이 양장패션을 소비하

는 주요층이었으며,양장은 고 의복으로서 신분과 직업을 드러내는 상

징성을 지녔다.298)서양문화를 맹목 으로 수용하 던 당시의 외교 이

나 신여성과 같은 상류층 여성들의 복식은 일반 여성들과는 동떨어진 스

타일의 양장과 서구식의 호화로운 장신구 차림으로 비 을 받았다.299)

여성복에 사용된 옷감에서도 사치가 나타났다.벨벳(velvet)은 당시 부

유층의 한복감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화 속 여주인공의 의상이 유행을

타서 벨벳 원단의 품귀 상을 래했고 국내생산이 부족해지자 외국에서

수입되면서 기야 벨벳 제한령이 선포되기도 하 다.300) 한 일본에서

나일론이 수입되어 겉옷과 속옷에 사용되었고,나일론을 입지 못하면 시

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선풍 인 인기를 끌었는데,당시에 국내

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았고 수입에 의존하 기 때문에 사치품인가 필수

296)김수진(2007),“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통과 근 의 젠더정치-해방이

후～1960년 반을 심으로-”,페미니즘 연구,7(2),pp.305-307.

297)주한 미군을 상 로 성매매를 하며 돈을 벌었던 한국인 여성을 멸칭하는 말.

298)김수진,앞의 책,pp.302-305.

299) 완길 외,앞의 책,pp.226-227.

300) 기숙 외,앞의 책,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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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가에 한 논란이 일기도 하 다.301)그 밖에도 홍콩 양단이나 이

스,조젯,모피 등을 향한 여성들의 욕망은 그 옷감이 국산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 되었다.옷을 만드는 직물이 부분 수입품이었고,더욱이

값나가는 견직물과 모직물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들여온 수품이었

다.302)사치스러운 외제 옷감뿐만 아니라 화장품,귀 속의 착용․ 매․

수입을 지하기도 하 으며,여성들의 사치품 선호 풍조는 비난과 풍자

의 상이 되었다.303)

1960년 에는 토털룩 패션이 하나의 유행 상으로 등장하 는데,일

반인에게는 경제 부담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도시 산층의 상징 인

라이 스타일 의 하나로 여겨졌다.디자인이나 색상,액세서리를 체

으로 통일감 있게 맞춰 입는 토털룩은 경제 여유를 가지기 시작한

계층이 릴 수 있는 호사 다.이들은 비치웨어,스포츠 웨어와 같은 각

종 용 기능성 패션을 소비하며 휴일에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은

소비자층이었고,1960년 말 ‘바캉스 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소비문화

가 확산되기 시작하 다.304)1960～1970년 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생

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치와

낭비가 늘었고,TV는 사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여성들의 사치,

외제를 선호하는 ‘최고병’에 한 비난도 많았다.사치 풍조가 만연하자

낭비와 허례허식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건 한 생활기풍을

권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 다.305)

1980년 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더욱 유행에 민감해졌으며 외제품이

나 고가품이 무조건 고품질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외제,고가의류 선호

상도 더욱 증가하 다.국제 규모의 스포츠 회 유치와 해외여행 자

유화,수입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의 실시로 국제 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제 선호 풍조가 더욱 심해졌고,패션 고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들은 소비심리를 한껏 자극하 다.지 상승 욕구를 자극

301)유수경,앞의 책,p.280.

302)김수진,앞의 책,pp.305-307.

303)신소윤,앞의 책,p.76.

304)김 찬․김종희,앞의 책,pp.186-188.

305)신소윤,앞의 책,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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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우 직 인 고 문구를 사용하여 경제 인 부를 지닌 계층이

사치 소비를 통한 사회 신분 상승을 꾀하도록 소비를 조장하기도 하

다.사치가 과열되었고,특히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복에서 고가

의 제품이 사치품으로 팔려나가면서 고가의 여성복은 여성의 지 상승

과 맞물리는 사치재로 여겨지게 되었다.306)복식 반의 사치경향에 편

승하여 복으로 입는 한복의 사치도 심해졌다.307) 한 유니섹스 룩이

유행하고 스포츠웨어가 일상화되면서 의복의 복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

성복의 소비를 더욱 부추겼고,유행의 주기가 차 빨라지며 다양한 스

타일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여성복의 과소비 상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 이 의 물신성은 외제품의 선호와 사치,무조건

인 유행의 추종,과소비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비 되고 있었다.이를 개

선하기 한 사회 규제와 비난,사치근 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들은 여 히 외제품과 고가품을 선호하고 있었으며,효용성 때

문이 아닌, 변하는 유행을 쫓아 복식을 소비하는 상이 지속되어 사

회 문제를 일으켰다.

3.유행성

유행성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색 인 스타일이나,시각 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거부하고 시 이상미의 원리를 따르는 유행복식을

추구하는 태도이다.1990년 이 까지의 유행성은 서구의 유행스타일

도입,패션에 한 심의 증가와 해외 트 드의 향,복식에서의 개성

추구 상 등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해방 이후 생활문화 반에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여성복식에서도

서구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해방 직후 서구를 모방한 짙은 색조

화장의 유행은 한국인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법이라는 측면에서

비 되기 시작했다. 한 1940년 말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어

306)문재윤,앞의 책,pp.50-52.

307) 완길 외,앞의 책,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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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re)스커트가 유행하자 한국인의 체형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합

하지 않다고 비난되었으며,양공주들이 유행시킨 맘보(mambo)바지308)

는 그 모양새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고, 두르형 헤어스타일은 지나

치게 과장된 형태 때문에 추한 것으로 여겨졌다.309) 쟁 이후에는 미군

의 진주와 군정,해외 동포의 거 귀국,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 등으로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해외의 유행 스타일은 지속 으로 도입되었

고,서구의 최신유행 복식이 늘기 시작했다.310)서양의 미를 무조건 으

로 선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 통미와 충돌을 일으키며 부조화

를 수반한다는 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서구의 스타일은 계속해서

수용되며 여성복의 변화에 향을 미쳤다.6․25 쟁은 우리나라 여성들

의 일상복을 한복에서 양복으로 환시키는 획기 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복으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311)

서구의 복식 스타일은 차 이상 인 아름다움의 기 이 되어 한국의 여

성복식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직 직업 선에 뛰어들면서 활동이 편리한 양장이 더욱 많

이 착용되었고 다양화되었다.외국의 최신 유행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양장 에서는 서구의 새로운 스타일을 따르는 의복을 만들어냈고,디자

이 들도 해외 패션의 흐름을 반 하며 활발히 활동했다.1950년 반

에 어의 유행은 국내에서도 최고에 달했다.뉴 룩(New Look)의 여

성 인 실루엣이 등장하여 패드를 뺀 어깨와 치 슬리 ,하이 웨이

스트로 여성다움을 강조한 A라인이 유행하기도 하 다.사회가 안정되

고 미국 패션의 모방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유행의 소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러한 유행은 더욱 활성화되었다.머리모양,모자,구두,액세서리

등도 더욱 다양해졌고,서구 스타일의 짙은 색조 화장과 매니큐어의 사

308)통을 좁게 하여 다리에 꼭 끼게 만든 바지이다.1950년 말에 유행하 다.이

바지는 화 ‘사 리나(Sabrina)’에서 오드리 햅번이 입은 뒤 선풍 인 인기를 얻

어,사 리나 팬츠라고 일컫는다.

309)신소윤,앞의 책,pp.58-59.

310)박길순(1991),“한국 여성복식의 변천에 미친 요인 분석-1945-1990년을

심으로”,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p.100.

311)유수경,앞의 책,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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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많아졌다.312)

양장을 더 많이 착용하는 에도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통한복과 개량한복,서양복식이 함께 착용되면서 여성복 스타일은

차 서구 인 스타일로 변화하 다.한국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외래 복식은 시각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비 을 받았지만,한복 고리

에 몸뻬 바지,한복 치마에 스웨터나 블라우스를 착용하기도 하 고,구

두 속에 버선을,한복 에 코트를 착용하는 등의 이 인 복식구조가

많았다.한복 착용자와 양장 착용자의 혼성,수입원단으로 만든 개량한

복,한복원단으로 만든 블라우스,양장의 착장 특성이나 재단,제작 방법

이 충된 개량한복의 형태 등이 나타났고,이는 한국의 통 복식형태

에서 서양 복식의 스타일로 환되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313)

1950년 후반에는 양장 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여 디자이 란 명칭이

사용되었고,1956년 10월에는 한국 최 로 노라노 씨의 패션쇼가 열렸고,

서수정,최경자 등 디자이 들의 의상 발표회가 이어졌다.1955년에는 당

시 유일했던 여성잡지 ‘여성계’외에 ‘여원’이 새로 발간되었고,국내 최

로 패션 화보를 기재하기 시작하 다.1950년 후반에는 그 밖의 여

성잡지와 신문에도 패션에 한 기사가 늘어나게 되었다.314)국내의 패

션이 도약할 수 있는 분 기가 조성되었으며, 진 인 사회 변화에 맞

추어 양장이 화되면서 서구의 스타일은 미의 기 이 되었고 미 원

리로 작용하게 되었다.315)

여성들의 복식에 한 심의 증가로 1967년에는 여성잡지인 ‘여성동

아’가,1968년에는 의상 문잡지인 ‘의상’이 창간되었다.여성잡지는 국

내외의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유행을 만들어갔고,다양한 유행이 활발

하게 소개되면서 패션의 심이 맞춤복 형태의 양장업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 심으로 바 기 시작하 다.기성복이 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많

은 여성들은 자신만의 디자인을 고수하기보다는 유행을 따르기를 원했

312) 의 책,pp.313-314.

313)최수아,앞의 책,pp.94-95.

314)유수경,앞의 책,pp.282-283.

315) 기숙 외,앞의 책,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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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6) 한 패션에 심을 가지게 된 여성들은 잡지와 TV를 통해 해외

트 드에 주목하 고,해외 디자인이 국내에 신속하게 소개되면서 국내

패션은 해외의 유행에 직 으로 향을 받게 되었다.317)1970년 에는

국제 교류의 증진과 매스미디어의 보 , 기업들의 기성복 생산 등으로

인해 서구의 유행이 빠르게 국내에 달되었고,서구 패션을 소개하는

디자이 들이 증하 다.318)

1980년 에는 국제 인 패션쇼가 개최되었고,국내 디자이 들이 해외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디자인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외와 국내 간의 패션 경향의 시차를 최소화시켰다.319)컬러

TV와 패션 문 잡지의 보 이 시작되었고,국제 문화 교류의 확 ,해

외 여행의 자유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라이 스타일이 변화되어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패션에 한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게 되었다.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에 의해 청소년 캐주얼 시장이 확

되었으며,신세 들이 소비의 주역이 되면서 개성 이고 감각 인 문

화를 창출하게 되었고 패션에서도 다양한 개인의 취향을 요시하게 되

었다.320)

이와 같이 1990년 이 의 유행성은 미 기 으로서 서구복식의 스

타일을 채택하게 되었고,복식문화의 서양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

다.한복의 개량화,양장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의 스타일을 받

아들이는 가운데 한국의 통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복식에 하여

비난이 일기도 하 으나, 차 해외 패션의 흐름에 직 인 향을 받

으며 미 감각을 고양시켰다.이처럼 유행에 동조하고 미 원리에 부

합되는 것이 도덕 인 것으로 여겨졌는데,1980년 부터는 개성을 강조

하면서 당시의 미 원리를 거스르며 독특함을 추구하는 상이 나타나

기도 했다.이러한 상에 하여 비난이 없지는 않았으나,스타일의 다

원화가 어느 정도 존 되기 시작하 음을 알 수 있었다.

316) 의 책,p.225.

317) 의 책,p.228.

318) 의 책,p.248.

319) 의 책,p.269.

320) 의 책,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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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윤리성

산업윤리성은 패션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비윤리 인 문제들

을 극복하고,기업윤리와 소비윤리를 추구하려는 태도이다.패션산업은

한국의 기 산업화를 달성하는 주요 핵심 산업이었으나,1990년 이

까지의 산업윤리에 해서는 노동 환경이나 환경오염에 한 문제 정도

로만 이슈가 되었다.

해방 이후 기업 윤리의 도입양상을 살펴보면,1950년 까지는 단순히

상도덕의 개념이 존재하는 수 이었고,1960～70년 에는 국경제인연

합회의 ‘경제계 실천 요강’발표 등과 같이 소극 이며 수동 인 자세를

취하는 정도 다.321)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해외 패션 트 드에서

자연과 환경의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패션산업의 환경오염

에도 서서히 심을 가지게 되었는데,경제 발 과 성장 주의 정책 속

에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되었고,일부 환경단체를 심으로 한 소극

움직임만 나타났다.

기업윤리의 측면에서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기 패션산업 노동자의

부분이 여성이었으며,이들은 작업장 내 성희롱,결혼 후 고용 불안정,

과도한 업무량,낮은 임 등의 환경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1953년

‘근로기 법’이 제정되긴 하 으나,법의 실제 인 용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섬유공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며 직업병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았다.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이윤

창출에 집 하 고,1970년 들어오면서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노

동자를 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1970년도에 일어

난 동 문 평화시장 재단사 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은 의류․섬유업계의

노동운동을 넘어 한민국 노동운동에 획을 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

다.열악한 환경 속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해 노력하 다. 기 산업화의 주도자 역할을 한 패

션산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문제 개선에 어

321)이유리 외,앞의 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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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노동문제를 발생시켰다.322)이러한 문제 이 표면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식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 으며,여성들의

사치와 과소비 상도 지속해서 나타났다.

패션 산업 활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는 다음과 같

았다.기업의 섬유․의류 생산과정에서 동물사육,동물학 ,자원고갈,화

학약품처리,폐수 발생, 기오염,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소비자들

의 사용과정에서는 세탁과 련한 합성세제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폐기

과정에서는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한

의복의 과소비로 나타나는 폐기물의 증가와 재활용의 미비라는 문제 도

있었다.323)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자 1960년 에는 ‘공해방지법’이 제

정되었고,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두되면서 1977년에는 ‘환경보 법’이

시행되었으며,수질환경오염에 한 규제도 시작되었다.324)환경의 요

성이 강조되면서 여성복식에도 자연소재에 한 선호도가 높아졌고,마,

린넨,시폰,벨벳,홈스펀 등이 인기가 있었으며,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

타일이 시도되었다.그러나 천연소재에 한 심은 리가 편리하고 값

이 싼 합성섬유에는 미치지 못하 다.325)1980년 에는 환경보 담부

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환경청이 발족되었고,‘환경권’에 한 조항이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환경에 한 경각심이 사회 반에 확산되

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부터임을 알 수 있다.326)이에 따라 여성복식에

서도 자연보호를 테마로 한 에콜로지(ecology)의 경향이 나타났고,디자

인과 소재,색상에 많은 향을 주었다.327)

이와 같이 1990년 이 까지는 산업윤리성에 한 인식이 미비하여

노동환경이나 환경오염에 련된 정도로만 문제시되었고,이에 한

처는 수동 으로 나타났으며,윤리성 회복의 움직임은 1970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극성을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2) 의 책,pp.62-64.

323) 의 책,p.179.

324) 의 책,p.181.

325) 기숙 외,앞의 책,pp.248-249.

326)이유리 외,앞의 책,p.182.

327) 기숙 외,앞의 책,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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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능성

기능성은 복식 착용시 건강, 생,편의,쾌락,신체활동의 증진을 추구

하는 태도이다.의복의 물리 측면에 한 것으로,가장 기본 인 보호

기능과 련이 있다.해방 이후 복식의 기능성은 한복의 개량화 운동

과 실용 인 양장의 도입,섬유소재의 발 등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해방 직후에는 여성복식으로 다시 한복이 애용되었고 일반 가정부인들

은 통 인 한복을 착용하 는데,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개량한복

이나 양장을 착용하 다.328)한복은 비실용 이고 신체발달에 해롭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한복과 양장의 장단 에 한 논의 속에서 한복

은 육체의 굴곡을 무시하며,건강상 해롭고,교양 없는 자세를 유발하는

의복으로 여겨졌다.치마허리로 가슴을 졸라매며,치마폭이 넓어 팔자걸

음을 유도하고,버선은 발을 조인다는 내용으로 활동 시에도 거추장스러

우며 일상복으로 부 합하다는 주장은 양복을 생활복화하자는 움직임도

가져왔다.한복은 어깨허리를 단 통치마,옷고름을 없애고 로치로 여미

는 방식 등으로 개량이 시도되었다.329)한복을 개선하여 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실용복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한복 개량운동은 양복에 한

복 인 요소를 가하거나 한복에 양복의 요소를 가하여 우리의 것인 한복

을 잊지 않고 실용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한복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부여

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330)1960년 말경에는 한복의 불편함을 보완한

디자인과 값비싼 견직물 신 렴하고 착용이 편리한 합성섬유를 이용

한 개량한복이 출시되었다.331)한복을 일상복화하기 한 움직임은

으로 성공하지 못했고,한복은 차 복화되기 시작하 다.

한편 양장은 물자의 부족 속에서 일제기에 입 졌던 간단복이나 리

터리(military)스타일이 계속 유지되었고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온 구호

328)유수경,앞의 책,p.268.

329)김수진,앞의 책,pp.312-313.

330)남윤숙(1989),“한국 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세종 학교 박사학 논

문,p.155을 김윤희(1998),“ 한국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한 미의

식”,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p.34에서 재인용.

331) 기숙 외,앞의 책,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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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의류와 리터리 스타일이나 군복을 개조한 옷이 입 졌다.332)1960

년 기에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검소한 생활습 이 요구되면서

신생활복이 등장하기도 하 으며,사회 으로 의복 간소화 운동이 펼쳐

졌다.그러나 차 양장이 보 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양장업

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으며 많은 사람들이 맞춤복을 입게 되었다.333)

한 기업을 심으로 한 기성복 시장이 형성되었고,맞춤복에 비해

가격이 렴한 기성복이 선호되면서 서구의 유행이 빠르게 달되기 시

작하 다.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하이힐이나 어스커트,맥시스커

트,타이트스커트 등의 유행은 활동에 불편을 주어 비난을 받기도 하

다.334)1960년 후반부터는 서구의 유니섹스 열풍에 향을 받아 스커

트 외에도 팬츠가 애용되었는데,팬츠는 신체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해주

었다.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남성복의 기능성을 차용하고 단순함

과 실용성을 추구하 다.부드러운 의미지의 실루엣보다 심 한 직선형

실루엣 의상과 활동미가 강조된 스포티한 정장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

다.335)1970년 부터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장생활이 증가하여 자유

롭고 활동 인 복식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청바지와 같은 캐주얼웨어

와 함께 이어드룩이나 니트웨어 등이 인기를 끌었다.

1980년 부터 캐주얼웨어와 스포츠웨어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은 층을 심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주류가 되는 옷차림으로 자리 잡았

다.336) 은이들을 한 진 의류 시장이 활성화되어 구매자의 소득이 증

가하면서 실용 의복이었던 진 의류에 패션성을 강조하는 세련됨을 추

구하게 되었고 다양한 가공법을 통한 패션 진이 등장하여 캐주얼웨어의

기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한 개인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여행과 여가에 한 시간투자가 증 됨으로써 스포츠에 한 인식

이 확 되었고,기능 인 운동복뿐만 아니라 용 캐주얼웨어도 요

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에어로빅과 건강에 한 심의 증 로 일

332)유수경,앞의 책,p.268.

333) 기숙 외,앞의 책,pp.223-224.

334)신소윤,앞의 책,pp.88-89.

335)김 찬․김종희,앞의 책,p.182.

336)최수아,앞의 책,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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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과 스포츠 웨어의 요소를 목시키기도 하 다.337)특히 1988년 서

울 올림픽의 향으로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복의 실루엣은 여유 있고 활동 이며 허리를 강조한 심 한 실루엣

이 인기를 끌었다.338)

한 섬유산업의 발 으로 복식에서의 기능성추구는 소재를 통해서도

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960년 부터 정부의 집 인 경제개발계획

과 함께 섬유산업이 발달하 고,나일론을 사용한 페티코트(petticoat)로

스커트를 부풀리거나,신축성이 좋은 소재가 개발되어 타이트한 바지를

유행시키기도 하 으며,오리털 카(parka)와 무스탕(mustang)소재의

방한복은 보온 의류의 신 선풍을 불러 일으켰다.339)

이처럼 1990년 이 까지 복식의 기능성은 서구의 실용주의에 향을

받아,한복의 개량에서 시작하여 차 서구의 복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신체의 활동을 해하 던 몇몇 스타일의 유행은 비난을 받기도 하 으

나,여성의 복식은 계속하여 서구화되었다.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유니섹스 룩이 도입되면서 여성복은 남성복화되었고,캐주얼웨어와 스포

츠웨어가 일상복으로 정착되는 등 더욱 실용 이고 활동 인 옷차림이

보편화되었다. 한 섬유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됨

으로써 더욱 기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 종합 논의

본 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으로 도덕 아노미 상태,서구문명의

무분별수용,가족가치 과 성(性)도덕의 변화,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치 풍조,환경문제 인식 미비의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다.이러한 요인

337) 기숙 외,앞의 책,p.278.

338) 의 책,p.282.

339)간문자(2001),“해방이후 서울의 패션풍속에 한 연구”,호남 학교 논문집,

22(-),p.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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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림 4>와 같이 여성복식의 도덕성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도덕성의 내용으로 먼 정숙성은 서구문화의 유입과 가족가치

성도덕의 변화로 신체 노출 복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비난의 상이

되었고,양장의 도입에 따라 시간,장소,상황(T.P.O.)에 합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인 태도로 간주되었다.물신성의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도덕 아노미 상태 빠졌던 사회 분 기와 서구 문명의 무분별

수용,사치 풍조로 인해 서구 스타일 유행복식의 무비 추종,외제품

수와 선호 상,부유층의 호화로운 서구 양장 스타일이 비난되었다.

복식을 통해 신분을 상징하려는 지 소비가 나타났고 사치와 낭비,고가

의류 제품의 소비가 차 증가하여 사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 다.

유행성의 측면에서는 서구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서구스타일

의 복식이 기존의 여성복식과 부조화를 이루거나 한국여성의 체형에 어

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비난이 있었으나, 차 패션이 의 요한

심사가 되기 시작하 고,서구 스타일이 미 원리에 용되어 이에

따르는 것이 도덕 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 다. 한 1980년 말부

터는 개인의 표 이 자유로워졌고 유행의 동조 상 뿐 아니라 개성추구

상도 나타나기 시작하 다.산업윤리성은 성장 심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노동문제와 련하여 비 되었으나 그 밖의 기업윤리나 소

비윤리에 한 의식은 부족하 다.1980년 부터 기업윤리와 환경문제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에콜로지 스타일이 등장하 고 자연소재의 사용

이 증가했으나,윤리성 회복에 한 극 인 움직임은 미비하 다.기능

성의 측면에서는 서구문화의 실용주의가 도입되고 성도덕이 변화하면서

한복의 개량화와 의복 간소화 운동이 나타났고,실생활에 더욱 효율 인

양장 착용이 보편화되었다. 한 움직임이 자유롭고 편안한 스포츠웨어

와 캐주얼웨어가 등장하 으며 기능 인 섬유소재가 개발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은 한

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은 각 범주별로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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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인

⇛

⇛

⇛

⇛

복식도덕성

범주
사례 의미

도덕

아노미 상태
정숙성

신체 노출 복식의 유행

(미니스커트,핫팬츠,비키니,

바디컨셔스 스타일 등)

의복의 TPO개념 정립

신체의 노출 비난,

T.P.O.에 합한 옷차

림 추구

서구문명의

무분별 수용
물신성

서구 스타일 무비 추종,

외제품 선호와 수,

고가품 소비 증가,

부유층의 호화로운 양장 스

타일 비난,

토털룩의 호사에 한 비난,

신분상징의 지 소비 비난

무비 유행추종에

한 비난,

외제 선호와 부유층

의 사치,낭비,과시

비난

가족가치 과

성 도덕의 변화
유행성

한복의 복화,

양장의 보편화,

서구 스타일의 유행,

해외 패션 트 드의 소개,

패션에 한 높은 심과 개

성 표

미 원리로 서구

스타일이 용되며

이에 동조,

개성표 등장

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치

풍조

산업

윤리성

열악한 노동 환경 이슈,

환경오염에 한 인식,

련법규의 제정,

자연소재와 에콜로지스타일

의 유행

기업윤리의 미성숙

비난,

1980년 이후 환경

괴문제 인식

환경문제

인식 미비
기능성

한복의 개량화,

의복 간소화 운동,

양장 착용의 보편화,

여성복의 남성복화

(바지 착용)

섬유소재의 개발,

실용 이고 편안한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 웨어 등장

건강, 생,편의,쾌

성,

신체활동 증진 추구

<표 2>1990년 이 사회문화 맥락에 따른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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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1990년 이후 사회문화 맥락에 따

른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이

복식도덕성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쳐왔는지 논의하고자 한다.한국

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사회문화 요인들을 살펴보고,1차

자료인 국내의 신문을 통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사례들을 분

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제 1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한국의 사회문화

요인

한국은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1990년 에 들어서면

서 본격 인 세계화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그러나 사회의 양 팽

창에 비해 질 성장에 있어서는 부정 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실이

다.그동안의 성장가도에 제동을 걸었던 1997년 외환 기는 세계화의

물결에 비하는 사회안 망이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었다.340) 한 정치

권을 비롯하여 공직 사회, 융 기 ,기업체들의 특권 의식과 부정부

패,비리가 여 히 작용하고 있었다.김태길은 를 한 한국 윤리를

재정립하기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으로 빈부의 격차,사치와 낭비

풍조,서민층의 상 빈곤감과 화감,기성세 의 가치 ,인간소외

상,학력 주의 교육 등을 언 하 다.341)한완상 외는 한국 사회가 당면

한 문제들을 소비사회와 매체의 향,정보사회로의 진입,사회조직

과 제도,사회 계층과 사회 운동의 측면으로 설명하 다.342)김 진은 한

국사회의 문제를 도덕과 종교,왜곡된 효와 학생들의 도덕의

340)정진성 외(2009),『사회의 질 연구(Ⅰ)-한국사회의 트 드를 읽는다』,서울:

서울 학교출 부,pp.2-3.

341)김태길,앞의 책,pp.317-328.

342)한완상 외,앞의 책,pp.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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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신주의와 과격사상,의료윤리,자연 질서 괴․지식정보화․유

공학의 과학윤리 등의 윤리 차원으로 살펴보았다.343) 정진성 외는

1990년 부터 한국사회 반의 변화를 무 진 신뢰와 지체된 투명성,유

연한 노동시장과 불안한 직장, 산층의 계층의식 변화,노년복지제도와

인식의 변화,다문화사회,북한문제로 분석하 다.344)김경동․김여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 문제 으로 가치 의 황폐,규범 질서의

난맥,책임의식 부재,합리성 결여,신뢰성 붕괴,공정성 결여,공익 정신

부족,사회의식 결핍,목 시 차 무시,질서 교란과 규칙 반에

한 사회 무 심 내지 죄의식 결핍의 10가지 요소를 들었다.345)강내

희는 1990년 이후 한국의 사회 변동 사항으로 세계화의 물결,사회통

제의 이완과 형식 민주주의의 도입,남북의 교류,소비자본주의의 발

과 신세 의 등장, 매체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보 등 정보화 경향을 설명하 다.346)

본 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들 에서 복식의 도덕

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을 도덕 불신과 투명성 결여,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가족가치 의 변화와 건강․ 음의 추

구,소비지향의 문화와 성 개방․성 상품화,환경보호의 움직임의 5가지

로 살펴보고자 한다.

1.도덕 불신과 투명성의 결여

1990년 이후 면 개방화의 시작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산

층의 기 속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의 기가 발생하

다.정부와 정당,교회, 학,시민단체에 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

며,신뢰라는 요한 사회 자본이 미약한 우리 사회는 불안하기만 하

다.347)한국 사회는 높은 경제 불확실성과 늘어나는 사회 갈등,주요

343)김 진(2000),『한국인을 한 윤리와 논리』,서울:철학과 실사,pp.13-262.

344)정진성 외,앞의 책,pp.13-180.

345)김경동․김여진(2010),『한국의 사회윤리』,서울:철학과 실사,pp.65-66.

346)강내희(2003),『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서울:문화과학사,pp.223-230.

347)정진성 외,앞의 책,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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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기 에 한 뿌리 깊은 불신의 문제 을 안고 있다.한국사회에

서 규칙의 공정성에 한 회의와 공 제도에 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 이다. 통 인 미덕이라고 생각되었던 따뜻함과 결속력이라는 통

인 도덕 자원이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고갈된 반면,체

제나 시스템 수 에서 구 되어야 할 공정성과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348)압축 인 근 화를 이루며 서구가 이룩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 사회에 용하 던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법과 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게 되어 법의

용을 강하게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 으로 용되는 경우가 많았

던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349)

한 사회 지도층의 기회주의 태도와 이기주의는 정부정책의 비일

성을 낳았고,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공직윤리의 해이,연

고주의와 료주의 등은 국민들에게 무력감을 안겼으며,경제 번 과

사회통합의 해요인이 되었다.공 인 제도의 투명성,특히 입법․사

법․행정부의 투명성은 사회 신뢰를 사회 자본으로 환시키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하는데, 재 한국사회의 발 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목

을 잡는 문제도 이러한 신뢰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350)부정부패는 원

래 순수한 상태에서 변질되어 버린 개인 차원의 경우를 가리키지만,

법규․제도 등이 문란해 혼탁한 사회상황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부터 가외 수입을 얻기 하여 권력

을 남용하는 것이나,공직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극 화하는 불법 인

행 나 범죄행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을 반하거나 도덕 으로 비난

을 받을 만한 행 등을 포함한 총체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351)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조직과 제도에 한 불신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인맥이나 연고주의도 깊이 뿌리박 있고,공교육에 한 신뢰도 무

져 사교육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등 총체 인

348) 의 책,pp.13-23.

349)김 기 외(2009),『 한민국은 도덕 인가』,서울:동아시아,pp.185-186.

350)정진성 외,앞의 책,pp.26-31.

351)김창국 외91997),『부정부패 사회학』,서울:나남,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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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심화가 사회의 도덕 자원을 해치고 있다.

2.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

근 화 이후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의

확 는 1990년 부터 질 ․양 으로 거 해졌다. 가요, 화,TV

등의 역에서,그리고 인문학과 사회학,언론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공

통 으로 확인된다.352)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

게임을 기 으로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로 향하

게 되었고, 매체의 발달은 사회 반의 라이 스타일과 가치 에

향을 미치며 인 사고의 환을 가져오게 되었다.특히 1990년 부

터 나타난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문화의 성숙에 크게 기여했다.

1990년 한국은 새롭게 구성된 국제질서로 편입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세계화는 국내시장의 개방을 의미하

는데,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 고,1996년

OECD 가입과 이후 미국,일본,칠 등과의 투자 정 체결을 추진하면

서,그리고 특히 1997년의 외환 기로 구제 융을 받게 되어 IMF의 강

요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으로 도입하면서 사회 반에 확산

되었다.353)세계화는 자본,노동,상품,기술,정보 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에는 개방의 압력으로 세계화를 주도하

는 강 국의 문화와 가치 이 유입되어 한국의 생활문화를 변화시켜왔으

나,최근에는 한류 열풍을 통해 국내의 문화가 국,동남아,동구,서구

의 다른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한 컴퓨터 공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에 따른 통신 기술 인

터넷의 범 한 보 으로 한국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IT

산업의 발 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속히 확산되고 있으며,이는 국가

·문화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사람들은 더 이상 이분법 논리

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체를 요구하지도 않고,다양성이 공

존하고 있으며 융합하고 있다. 한 사회는 차이,다양성,다원주의, 충

352)강 두 외(1998),『 문화의 형성』,서울:서울 학교출 부,p.2

353) 의 책,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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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해 민감하고 그러한 경향을 향해 극 인 태도를 갖도록

요구한다354).21세기 정보화시 는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해 놓은 인터넷

의 시 이다.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고,온라인 채 을 하며,상

방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은행업무와 상품의 구매도 인터넷으로 가

능하며,구 (Google),네이버(Naver)와 같은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로 학습과 업무가 가능하다.355)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개인에게 보

다 범 한 표 의 자유를 허용하며,실시간 커뮤니 이션을 통해 축

된 정보는 에게 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되기도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의 폭이 확 되며 정보화로 인해 매체

가 증하 고,컴퓨터와 인터넷이 빠르게 보 되면서 문화가 더욱

성장하 다.시장의 논리가 문화를 지배하면서 성은 문화를 지배

하는 가장 요한 코드가 되었고,지배문화로 군림하던 고 문화는 후퇴

하 으며,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는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상업 성공을 거두며 지배문화의 지 를 리게 되었다. 한 신

세 의 출 ,청소년 문화의 확산 속에 수많은 안문화,하 문화,소수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 다.356)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 다양한 문화 상을 체험하며 기술의 발 과 정보의

풍요를 통해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3.가족가치 의 변화와 건강․ 음의 추구

1990년 이후 한국의 가족형태가 핵가족화로 진 되고 통 가족 윤

리가 약화되면서 가족규범은 폭넓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배우자와의 사

랑이나 자녀의 성공과 같은 가족 인 가치를 시하는 경향이 감소하

고,이에 따라 결혼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이

감소하 으며,이혼이나 재혼에 한 용인도가 증가하고,부계 이외에도

354)박동진(1997),“사회 명으로서의 정보 명”,『정치비평』,2권,p.270.

355)고윤정(2009),“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주체와 패

션체계”,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p.126.

356)강내희,앞의 책,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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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나 양계 가족과 같이 세 계가 다양화되었다.맞벌이 가구의 증가

로 집안일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식이 강해졌으며,조기유학이

나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계를 넘어 가족행 가 이루어지고 있

고,그 결과 가족의 의미와 가치가 면 으로 변하고 있다.357) 한 가

족들로부터 노인들의 소외 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스로 독립을 추구하

는 극 인 노인들이 등장하 고,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으로부터

의 인 자립을 행복의 큰 건으로 보고 있다. 에 비해 경제

여유와 사회활동 능력을 갖춘 노인세 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한 일자

리 마련이 사회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등장

했으며,은행과 보험사의 각종 융상품이 개발되고 있고,스스로 노후를

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358)노후 부양 의 변화와 함

께 자녀부양 기 가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요한 가족지원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359)

한 1990년 부터 물질의 풍요 속에 등장한 신세 는 소비분야를

심으로 심의 상이 되어왔으며,책보다는 TV와 잡지 등 각종 매스

미디어의 향을 받아왔다.360)이들은 한국의 자본주의화가 많이 진척된

이후에 태어나 소비 생활이 몸에 배여 있으며,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정치 인 집단 유 는 약한 특징을 지닌다.361)신세 는 주체

인 삶을 살아가며 자기표 욕구가 왕성하고 극 이다.하나의 획일화

된 가치를 추종하지 않고,철 히 자기 심 이고 개인주의 이다.362)이

들의 소비주의,물질주의,낭비 성향,여가 시,다양성,개방성,자유분

방함,탈권 주의 등의 특성은 경제 풍요와 정치 격동기 세계화

등의 구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363)21세기의 신세 는

357)정진성 외,앞의 책,pp.183-188.

358)김경훈(1995),『한국인 트 드』,서울:새로운 사람들,pp.47-52.

359)정진성 외,앞의 책,pp.189-190.

360)정성호(2006),『20 의 정체성』,서울:살림,p.14.

361)강내희,앞의 책,p.226.

362)김경훈,앞의 책,pp.15-16.

363)정성호,앞의 책,서울:살림,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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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을 배경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며, 방향 통신으로 논쟁을

벌이는 등 극 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 인 참여자로서

문화를 주도하는 심세력이 되었다.364)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신세

는 기존의 정신 이고 권 주의 인 기성세 와는 달리 감각 이고 충

동 이며 소비주의 인 문화를 형성하여 기성세 의 문화와 충돌을 일으

키기도 한다.

한편,부와 풍요를 리는 인들은 각종 성인병과 암의 발병이라는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성장과 발 에만 을 둔 나머지 개인의 건

강과 일터의 작업 환경에는 충분한 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트 스와 운동부족,인스턴트 음식의 섭취 등이 인의 건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각종 건강식품이나 약제의 복용,

련 보험 상품에 한 소극 인 투자에서 시작하여,피트니스 센터나 산

책로로 직 나가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는 극 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흡연인구가 차 어들기 시작하 고,공공시설의 부분이 차

연장소로 규제되기 시작하는 등 사회 반 으로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특히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

의 개최는 스포츠에 한 심을 높 으며,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

께 여가 문화가 정착되면서 국내의 포츠 활동은 등산이나 낚시를 비롯

하여 스키,골 ,볼링,산악자 거,철인3종 경기,수상스키,인라인스

이 ,패러 라이딩 등 다양한 신종 포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직장

내에서도 피트니스 센터가 생겼고,당구나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

간이 마련되고 있다.

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년 여성과 남성을 비롯하여 은퇴한 노

인들도 과는 달리 더욱 게 살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출산․

고령화 시 의 도래는 사람들로 하여 음의 연장을 기 하게 하 고,

그로 인해 어지고 싶은 욕망이 커지게 된 것이다.365) 한국인의

변치 않는 음과 건강에 한 욕구는 최근의 ‘동안’열풍과 ‘몸짱’열풍

364) 의 책,pp.62-63.

365)김민주․이마스(emars)(2007),『앞으로 3년, 한민국 트 드』,서울:한스미

디어,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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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될 수 있다.각종 성형수술과 식이요법이 난무하며,이는 생존

을 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심지어 성형미인도 자기 리의 측면에

서 정 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4.소비지향 문화와 성 개방․성 상품화

1990년 를 기 으로 한국사회는 소비사회의 성숙기에 진입했으며,소

비자본주의가 속도로 발 하기 시작했다.한국은 ‘무엇을 생산하느냐’

가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의해 자신이 구인가가 가름 나는

사회로 변화했으며,생산 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생활 주의 사회로

환되었다.366)사회의 반 인 가치 은 경제 풍요,높은 경제 성장,

물가․인 이션 억제 등 물질주의 인 가치를 시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다. 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해 요한 것으로 건강과

경제 풍요를 말하고 있으며,성공에 필요한 조건으로 돈과 학벌이

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고,이에 비해 개인의 노력이나 인간 계의

상 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67) 한 1990년 이후 소비

상품의 고 화, 형화 상이 일어났으며 수입 개방의 결과로 과거에는

근하기 어려웠던 수입 제품들에 한 근성이 확 되었다.368)편의

과 형마트,아울렛,편집샵,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의 새로운 유통망

이 등장하면서 소비의 장이 다양화된 것은 소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정책 이후 고 소비가 커지

고 사치성 수입재화에 한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좋은 상품이면 국 과

계없다는 신소비행태가 나타났다.369)물질의 풍요 속에서 효용보다는

상징과 기호에 의해 추동되는 소비성향이 나타났으며,‘차별화된 소비’,

‘사치’,‘낭비’의 새로운 계층별 소비 패턴이 발생하게 되었고,소비의 규

366)한완상 외,앞의 책,p.51.

367)정진성 외,앞의 책,p.182.

368)신혜 (2012),“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p.44.

369) 기숙 외,앞의 책,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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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질에 따라 생활양식과 의식,문화가 다른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었

다.370)소비상품의 고 화, 형화 추세가 가속화되어 산층에서는 물질

인 소비를 통해 사회 지 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

었으며,상층계층은 ‘계 차별화’를 한 고 품의 소비,즉 명품소비 경

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상징 가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고

자 하는 신세 를 심으로 기호소비의 경향도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

다.371)1990년 이후 강화된 소비의 고 화,다양화,지 ,상징 소비의

확산은 기존의 약,근검을 강조하는 가치 과 비되어 과잉 소비,과

시 소비,충동 소비라는 부정 인식을 확산시킨 도 있다.그러나 이러

한 상은 산층 이상의 소비 욕구의 분출과 산층 생활양식 형성에서

의 소비의 역할 확 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품의 소비는 이제

상류층의 유물이 아니라 산층에게까지 확 되었다.372) 한 은 층

은 기본 욕구에 충실한 기성세 와는 달리 문화용품 심으로 고감각

상품을 선호하는 복합소비,소모성 소비의 경향이 두드러졌다.373)이러한

소비지향 문화는 더 높아진 생활수 ,풍요로운 물품들과 해진 서

비스,사물과 여가의 숭배,쾌락 이고 물질주의 인 도덕성을 그 특징으

로 들 수 있다.374)

한편,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서구의 가치 이 유입되면서 한국인의

성(性)의식은 시 의 변화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유교 통에 따

라 보수 인 태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과거에 비해 성에 한 규범이

완화되었고, 은이들은 혼 성경험에 하여 하며,더욱 극 이

고 개방 인 태도를 갖기도 한다.375)다양성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은이들은 개방 인 성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극 인 매체에 노

출되면서 성에 한 혼란된 의식을 경험하고 있다.성을 기시하는

370)한완상 외,앞의 책,pp.58-61.

371)남은 (2007),“한국의 소비문화와 산층의 생활양식-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함의를 심으로-”,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p.109.

372)신혜 ,앞의 책,p.45.

373)김서연․박길순(1994),“1980년 한국 여성복식의 상 연구-1980년 부터

1992년을 심으로-”,복식문화연구,2(2),p.230.

374)GillesLipovetsky,앞의 책,p.222.

375)김경훈,앞의 책,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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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여 히 살아있는 반면에 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으며,따라서 은 세 에는 성 정숙함을 소 히 여기는 부류에

서부터 성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부류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난

다.이러한 상은 체계 인 성교육이 거의 부재한 신에 왜곡된 성

념을 주입시키는 사회 환경에 은 세 를 방치해온 것에 1차 책임이

있다.376)향락 인 상업주의에 익숙해진 이들은 구시 의 성의식을 거부

하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사회 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

덕 성문화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377)

한 화, 고,패션,스타산업,인터넷 등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여

성의 선정 이미지들은 외모지상주의와 맞물려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다.성 상품화란 인간의 성을 직 혹은 간 으로 이용하여 이윤추

구를 도모하는 것으로,성 그 자체 는 성과 련된 것을 매하거나,

특정 제품에 성 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 제품의 매를 진하는

행 를 포함한다.성 상품화는 자본주의 산업경제의 발달과 병행하여 향

락산업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성의 상품화는

그 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공개 이며 일상 으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그 효과가 훨씬 더 막강하다.378)소비자본주의의 강화,신세 의 문

화, 매체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지형 속에서 성의 문제는

욕망의 분출이자,표 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성 개방화 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한편으로는 퇴폐 인 성문화를 조장하여 성 상품화의 문제를

양산하며 한국 사회의 도덕 념과 가치 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

다.

5.환경보호의 움직임

1980년 말부터 환경오염과 생태계 괴에 한 문제 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한 국제사회의 심과 함께 환경 괴는 인류의 생

376)동아일보,1993.9.19.“체계 성 교육 시 ”

377)김경훈,앞의 책,p.149.

378)이유리 외,앞의 책,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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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하는 가장 실 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 자원의

희소성에 한 인식으로 에 지의 효율 인 이용과 리에 한 문제가

다 지기 시작하 다.379)1990년 이후의 한국사회에는 그린마 ,지

속가능성,로하스,친환경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 고,더욱 극 인 환

경보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 부터 그린마 의 일환으로 리필(refill)제품,재생지 등

이 생산되었고 환경오염방지와 자원 약에 한 인식이 높아진 소비자들

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환경을 고려한 제품,환경의식에 호소하는

고 등의 환경 마 열풍이 일어났다.380)1991년에는 지구환경보호를

해 공해유발 제품과 생태계 훼손 괴행 에 해 다자간 상방식

으로 무역규제원칙을 제정하려는 국제 움직임의 일환으로 그린라운드

(GreenRound)가 탄생하 다.381)이것은 선진국이 새로운 무역규제를 하

기 해 활용한 것으로 90년 반 한국은 환경상품이라는 선 문구만

요란했고 실질 인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그러나 공해방지시

설업이 꾸 히 성장하 고, 기업 그룹들은 그룹 차원의 환경 담기구

를 조직하는 한편 순수 환경 련업체의 발 이 두드러지며 차 환경산

업이 발 하기 시작했다.382) 한 환경규제강화로 환경시장이 형성된 이

후 2010년에는 선진단계의 기인 3단계 환경산업에 진입하여 내수 시장

이 정착되고 개도국을 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최근 환경산업은 환경

친화제품 생산,기후변화 응과 련한 신·재생 에 지 개발 등으로

차 다양화 되고 타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동

력이 되고 있다.정부에서도 ‘탄소 녹색성장’비 을 발표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기술,에 지 등 환경 련 산업에 한 투자를

폭 확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극 지원하고 있다.383)

1987년 세계환경개발 원회(WCED)가 채택한 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Report)에서 처음 제안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는 1992년

379)김형철(1996),『한국사회의 도덕개 』,서울:철학과 실사,pp.45-49.

380)김경훈,앞의 책,pp.260-261.

381)주 규(2005),『토지 자원 환경 경제학 개론』,서울:서울 학교출 부,p.319.

382)김경훈,앞의 책,pp.337-341.

383)한국환경산업 회,http://www.keia.kr,검색일: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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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다시 등장하

고,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 원회(UNCSD)'가 설치

되었다.지속가능한 개발은 우리 인류의 활동을 수용하는 자연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의 범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자본을 규모로

동원한 무 제한 개발이나 자원공 은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범하기 때

문에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에 배된다.선진국 등 해외 133개국에는 국

가지속가능개발 원회(NCSD)가 구성되어 각종 정책을 조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9월 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 원회'가

창립되었다.384)한국의 환경운동은 이를 기 으로 큰 변화를 보이며,지

역주민운동단체, 문환경운동단체,사회단체들에 의해 환경운동이 수행

되었고,생태주의 이념과 환경 리주의가 결합하여 차 확산되기 시작

하 다.385) 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기 한 느림의 사회 움직임

이 등장하 고,슬로 푸드(slow food),슬로 패션(slow fashion)이라는 개

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웰빙 붐이 일어났으나,웰빙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

하는 개념으로 이기 인 태도로 여겨졌고,좀 더 넓은 차원의 라이 스

타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그것이 바로 로하스 라이 스타일이며, ‘사

회 웰빙’이라고 할 수 있다.386)로하스(LOHAS:LifestylesOfHealth

AndSustainability)는 2000년 미국의 내추럴마 연구소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로하스족’은 로하스의 의미 그 로 건강한 삶과 환경 보

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하려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로하스족은 소비

를 할 때 개인의 정신 ,육체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정의 등

을 고려하고 후 에게 물려 미래 소비 기반으로서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려 한다.구체 으로 로하스족들은 장바구니 사용,천으로 만든 기

귀나 생리 사용,일회용품 사용 이기, 린터의 카트리지 재활용

384)네이버 지식백과 (PMG 지식엔진연구소(2013),『시사상식사 』,서울:박문

각),검색일:2013.06.17.

385)안계춘,앞의 책,p.323.

386)김민주․이마스,앞의 책,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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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천한다.제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스

타벅스(STARBUCKS)의 커피 신 ‘아름다운 가게’의 공정 거래 커피를

구입하는 움직임도 로하스와 련이 있다.387)

한편,환경친화는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 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며388),친환경으로도 일컬어진다.웰빙 트 드와 로하

스 트 드의 가속화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성장하 으며, 스토랑이

나 카페에도 유기농 바람이 불고 있다. 한 지속 가능한 산업의 질

성장을 이루기 한 노력으로 ‘생태 ’이 등장하 고,국내 친환경

인증이 차 확 되고 환경마크가 생겼으며,설계와 시공,유지, 리 등

과정에 걸쳐 에 지 약 환경오염 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부여

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생겼다.389)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한 다양한 친환경 실천이 확 되고 있다.

제 2 사회문화 맥락에 따른 한국여성의 복식도

덕성 사례 분석

한국 사회는 오늘날 세계화,개성과 감성 시,건강과 음 지향,삶

의 질 향상,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스마트라이 등의 특성

을 지닌다.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살펴본 한국

의 사회문화 맥락은 여성복식의 흐름에 어떠한 향을 미쳤으며,복식

도덕성의 의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에서는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을 해석하기 하여 1차 자료인 신문기

사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신문은 특정 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지식․오락․ 고 등을 달하는 정기

387)네이버 지식백과(김기란․최기호(2009),『 문화사 』,서울: 실문화),검

색일:2013.06.17.

388)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www.korean.go.kr).검색일:2013.06.17.

389)김민주․이마스,앞의 책,pp.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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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이다.390)신문은 패션 정보를 기사나 사진을 통하여 직 으로

달하기도 하고,일반 독자에게 흥미 있는 다른 기사의 내용을 통해 간

으로 달하기도 한다.391)새로운 소식에 한 사실이나 해설을

리 신속하게 달하는 신문의 기사는 그 시 의 복식에 한 묘사에 있

어 주 이나 술 의지가 배제된 객 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일

반 이고 보편 인 에서 패션 상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1990년

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여성 복식을 다룬 기사들 복식도덕성 범주의

내용과 련된 기사들을 격년(1990,1992,1994,1996,1998,2000,2002,

2004,2006,2008,2010,2012년)마다 여름(6,7,8월)과 겨울(12,1,2월)에

한하여 선정하 다.선정된 신문 기사는 조선일보 360편,동아일보 251

편,한겨 146편으로 총 757편의 기사를 분석하 다.

1.정숙성

정숙성은 신체의 노출 표 에 한 평가와 여러 가지 상황에 합한

복장에 하여 사회 으로 용인된 복식규범에 한 태도이다.복식의 정

숙성에 한 해석은 더욱 다변화되었으며,상황에 따라 복식규범이 약화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신체의 노출과 련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 반에는 이 부터 여성에게 인기를 끌었던 미니스커트의 길이

가 더욱 짧아져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는데,여 히 보수 인 층에게

비 의 상이 되었다.한 학의 도서 에서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깊

게 인 옷차림의 여학생이 도서 에 출입하는 것을 지시켰다.그런데

신체의 노출을 비난하는 이러한 태도는 시 착오 발상이라는 견해가

나타나면서 이에 한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392)

충남 는 최근 여름철에 어들면서 여 생의 노출이 심해지자 도서 입

390)두산백과사 ,http://terms.naver.com/doopedia,검색일:2012.08.25.

391)ElizabethB.Hurlock,앞의 책,pp.139-141.

392)동아일보,1992.6.14.“휴지통”



-107-

구에 “ 미니스커트․핫팬츠 차림의 여학생은 도서 출입을 엄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써 붙 다.도서 측은 “일부 여학생들이 노출이 심한 옷

을 입고 다녀 주변학생들의 면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허벅지나

어깨를 노출하는 것,-맨발이나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것,-지나치게 투명

해 속살이 보이는 것 등을 규제사항으로 명시했다.도서 의 경고문이 나오

자 즉각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자보가 나붙고 일부 교수들까지 거들고

나서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 여 생들과 한바탕 실 이 오갈 듯한 분 기

이다.393)

1990년 반에는 미니스커트(<그림5-b>) 외에도 노슬리 (<그림

5-a>),배꼽티,슬립(slip)드 스 형의 상의,골반 바지,핫팬츠 등이 유

행하 다.배꼽티는 허리 부분의 미드리 (midriff)가 노출되는 상의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한,시스루 룩의 세계 인 유행으로 속이 비

치는 직물의 의복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안에 비치지 않는 소재를 받쳐

입고,겉은 비치는 직물로 된 슬립 드 스 형태의 의복을 겹쳐 입기도

하 다.394)노출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자,지나친 신체의 노출에 한 사

회 규제로 제정된 과다노출법은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노출하거

나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395)그런데 1994년에 배꼽티가 유행

하면서 배꼽을 노출한 여성이 이러한 경범죄 반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처벌에 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기도 하 다.

올 여름 유행하고 있는 노출 패션에서 배꼽을 드러내어놓고 다니는 행 가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결이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가려야 할 치부의 부 는 시

나 문화권이나 사고의 진보-보수로 달라질 수는 있다.하지만 배꼽의

노출이 합법화되면 한두 군데 밖에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부 노출의 도

미노 상이 일어난다.노출해서 불건 한 시선을 끌게 하거나 노출시키면

발산해버리는 여성의 미를 가려두고 보존하는 것이 명한 처사가 아닌가

393)한겨 ,1992.6.14.“도서 에 ‘심한 노출’경고문”

394) 기숙 외,앞의 책,p.315.

395)조선일보,1994.7.20.“배꼽노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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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396)

신체의 노출에 있어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부 가 어디이며,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한 기 이 모호해진 것은,이 시기에 비해서

신체를 노출하는 차림에 한 사회 인식이 달라졌고 우리 사회의 도덕

기 이 더욱 개방 인 방향으로 바 고 있음을 보여 다.노출 패션은

오히려 사회에 활기를 주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차림으로서 도덕규범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소 ‘배꼽티’를 비롯한 여성들의 노출에 한 논란이 많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출문화를 우리의 고유정서와 맞지 않는 것

이며,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 한다.그러나 이 게 우리 고

유의 도덕윤리에 입각한 비 은 재의 문화 변천상황과 은 세 의 가

치 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오해와 편견이다.요즘 부산시내 해수

욕장과 거리는 국에서 몰려든 많은 피서객들로 붐비지만 이 에서 과다

노출이라고 생각되는 복장을 한 여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시원스럽다’거나 ‘담하다’라고 표 할 뿐이지 이들을

과다노출증 환자나 범죄 유발형으로 보지 않는다.이 게 거리를 활기차게

만드는 재 유행하는 패션은 우리의 경제 ,사회 발 이 낳은 필연 인

문화형태이며 다수의 은이들이 추구하고 공감하는 모습이다......올해같이

기록 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스럽게 신체를 드러낸,그러나 추하지 않

고 아름답게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에 띄는 것은 이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그러므로 일부에서 최근의 지나친 노출을 경계하는 것은 기우일

따름이며 복장의 문제는 단순한 유행이고 문화 행태의 문제이지 윤리규

범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397)

의 은이들은 멋을 즐기고 개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옷이 자신의

성격과 인격을 나타냈던 시 는 이미 지났다...옛날에 바지는 여자가 입어서

는 안될 옷이었고 윤복희씨의 미니스커트도 화제를 일으켰지만 지 은 아

무 지도 않게 착용한다.패션리더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을 집 시키지만

사회에서 그것이 비난의 상이 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로부터 복

396)조선일보,1994.7.22.“배꼽 노출론”

397)한겨 ,1994.08.06.“‘배꼽티’비 은 세 이해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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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한 이 각별했지만 세계 으로 보았을 때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의 고리보다 짧은 블라우스는 없을 것이다.요즘 여자들의 노출이 성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일부에선 이야기하지만 그런 왜곡된

시선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398)

여성복의 신체 노출은 신세 의 패션에서 더욱 담해졌으며 ‘배꼽티’,

‘똥꼬치마’,‘꼭지티’와 같은 신조어가 생겼고399),신문기사의 패션란에는

한 노출 복식에 한 에티켓을 알려주는 기사400)나 개성 인 노출

패션을 연출하는 방법에 한 기사401)가 등장하기 시작했다.1990년

반에는 무릎길이의 스커트가 유행하 는데,슬릿이나 비 칭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 에로틱하고 세련됨을 표 한다고 하 다.402) ‘섹

시함’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정 인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 고,

노출 패션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홀터넥이 유행하는 것은

1～2년 부터 등장한 미드리 (배꼽티)에서 시작된 노출 패션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되기도 하 고(<그

림 5-d>)403),란제리 룩은 여성의 모습에 섹시함을 더해주는 스타일로

설명되었으며404),란제리 룩의 유행으로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405),화려한 무늬나 색색의 컬러가 들어간 래지어 끈을 드러

나게 입는 등 속옷을 겉옷과 함께 연출하 다406).가슴이 깊숙이 인

세로 네크라인의 클리비지 룩(CleavageLook)은 가슴을 강조한 섹시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었다407).노출 패션은 인 유행 상으로 자

398)동아일보,1994.7.1.“개성추구 여성 옷차림 왜곡된 시선이 더 문제 장혜경씨의

을 읽고”

399)조선일보,1996.2.8.“국립국어원 ‘95년 신어보고서’”

400)동아일보,1990.8.3.“생동감 만 반바지 차림,꽃무늬 등 인기...지나친 노출 단

정치 못해”

401)동아일보,1992.6.2.“화사한 여성 여름옷”

402)동아일보,1994.8.20.“미니와 맥시 사이 ‘미디 스커트’새바람”

403)동아일보,1996.6.1.“올 여름 홀터넥 당당한 노출”

404)동아일보,1996.6.15.“홍미화의 맵시연출 -란제리룩 속옷 같은 겉옷 ‘시원해요’”

405)한겨 ,2006.6.28.“속옷도 겉옷처럼 입어요”

406)조선일보,2010.7.20.“열 야,비켜!여름보다 더 화끈한 속옷,20 에 인기”

407)동아일보,1998.8.13.“가슴이 보일락 말락 네크라인 디자인 인기,여성미-섹시

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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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았고,신체의 노출에 한 사회 허용도 더욱 해졌다.

배꼽티를 입은 여성이 경범죄 반 의로 입건되던 시 이 있었다.우습게

도 몇 년 안 된 가까운 옛날이야기다.지 그런 단속이 벌어지면 까마귀도

웃는다.‘섹시하다’는 표 역시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돼 버렸다.베어 룩

은 이 같은 시 흐름의 최 방에 나와 있는 패션.어깨(베어 더·bare

shoulder),배(베어 미드리 ·baremidriff),등(bareback)에 심지어 엉덩이

일부분까지…. 통 으로 노출을 기시한 신체 부 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총칭한다.길게 목선 아래로 가슴 윗부분 굴곡이 드러나거나 비스듬하게

가슴 부분을 잘라내기도 한다.배꼽티 논쟁으로 시작된 베어 룩은 이제 일

상생활에서 ‘길을 끄는’정도의 격으로 자리잡았다.늦여름을 맞아 거리

에는 베어 룩으로 무장한 여성들이 잖게 에 띈다.(<그림 5-e>)408)

특히 여름 휴가철에 인기를 끄는 리조트 룩(resortlook)이나 바캉스

룩(vacancelook)은 여성 인 아름다움과 에로틱한 분 기를 추구하는

해외 패션의 향을 받아 더욱 담한 스타일의 수 복과 비치(beach)

웨어가 인기를 끌었다409).도심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노출과

디자인이 허용되었므로,여성들은 자신의 여성스러운 섹시미를 한껏 드

러낼 수 있는 노출 패션을 통해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 다410).

특히 리조트 룩이나 바캉스 패션,비치웨어는 신체 노출의 범 가 넓어

지므로,아름답고 세련된 차림을 통해 몸매의 장 을 살리고 단 을 커

버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 다.

체형에 맞는 수 복 코디법 엉덩이가 큰 여성은 짧은 에이(A)라인 치마를

이용하거나 하의를 상의보다 짙은 색으로 입으면 시각 으로 축소돼 보이

는 효과가 난다.단색보다는 잔잔한 꽃무늬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다리가

짧은 체형은 허벅지 쪽까지 담하게 노출시키는 ‘하이 그’수 복이 다

리가 길어 보인다. 가슴이 작은 사람은 언더 와이어가 있고 컵 형태가

잡힌 홀터넥 스타일이 좋다.가슴 부분에 밝은 린트나 주름을 넣어 입체

감을 스타일도 괜찮다.배가 나온 여성이라면 가슴이나 엉덩이 쪽에 무

408)조선일보,1998.7.31.“ 담한 노출...올여름 ‘베어룩’물결”

409)동아일보,1994.7.30.“리조트 룩 원피스 짧은 바지 바람”

410)동아일보,2012.7.12.“더 화려하고 과감하게...바캉스 패션 종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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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나 포인트를 디자인이 좋으며,품이 하고 긴 톱을 덧입는 것도 뱃

살을 감추는 한 방법이다.랩스커트나 골반에 걸치는 반바지로도 배를 살짝

가리면서 세련된 연출을 할 수 있다.이 밖에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수 복

아래쪽이 러 형태의 치마로 된 디자인을 선택하면 허벅지가 가려지면서

귀여운 분 기까지 연출할 수 있다.411)

1990년 후반에는 폭우와 무더 가 심해졌는데,이에 따라 민소매 상

의와 배꼽티가 더욱 인기를 끌었으며412),상체의 노출을 더욱 부추겼다.

한 노출된 신체 부 를 더욱 돋보이고 섹시한 분 기를 연출해주는 문

신이나 스티커장식,바디메이크업(body-makeup),태닝(tanning),발가락

지, 라 스트랩(brastrap)등413)414)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그림 5-j>).

이러한 장식법 외에도 여성들은 꾸 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자신의 몸을

리하여 노출 패션을 통해 과시하기도 하 다.노출패션이 차 화

되자(<그림 5-g>),2000년 에는 여성들도 건강과 스포츠에 심을 가

지게 되었으며,자신의 신체 매력을 강조하기 하여 운동을 통해 몸

매 리를 하는 은 여성들이 증가했다.415) 한 신체의 직 인 노출

뿐만 아니라 만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신체의 굴곡과 볼륨을 드러내는 간

인 노출을 통해 최 한 아름답고 섹시하며 세련되어 보이도록 하기

한 스타일링 방법이 제시되었다.

꼭 많이 드러내야 섹시한 것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노출

이 많은 섹시룩은 사실상 실성이 없다.이럴 때 애써 노출하기보다 실루

엣을 살려 섹시함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은 어떨까.여성 랜드 ‘미샤’는

“쇄골 가 살짝 드러나는 쉬폰 소재의 블라우스와 타이트 스커트를 입으면

정장부터 티복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입을 수 있다”며 “ 부자연스럽게

티셔츠나 니트를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노출패션보다는 홀터넥 디자인을

살린 블라우스에 흰색 정장바지 등을 매치하면 노출 범 를 축소시키면서

411)한겨 ,2008.7.3.“수 복,물방울 입을까 꽃무늬 입을까”

412)동아일보,1998.8.13.“탱크 톱...캐미솔 톱...민소매 패션 인기 ‘시원한 어깨’활보

곳곳서 ‘시선 멈춤’”

413)동아일보,1996.7.13.“빈디-스티커 문신,몸에 붙이는 패션소품...신세 에 인기”

414)조선일보,2000.7.4.“노출 많은 여름...팔 다리도 쁘게 꾸미자”

415)조선일보,2000.7.31.“도 2029세 ,헬스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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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섹시한 분 기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416)

한 스키니 진은 2000년 반에 등장하여 하의의 타이트한 실루엣

이 신체의 굴곡을 그 로 드러내며,‘슬림화 열풍’과 ‘에스(S)라인 열풍’

을 일으켰고417),최근의 깅스(leggings)패션도 유행시켰으며,바디 슬

리 (bodyslimming)제품 시장이 호황을 얻기 시작했다418).스키니진과

깅스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와 함께 길고 날씬한 각선미를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재까지도 유행하고 있다(<그림 5-i>).신체의 노출은 차

개인의 자기 리에 한 노력과 자기만족,자기 과시의 경향으로 나타

나 여성들은 경쟁 으로 더욱 날씬하고 볼륨있는 몸매를 만들기 해 노

력하 고,사회 반에 이상 인 몸을 일컫는 ‘몸짱’에 한 기 을 만들

어냈다.‘몸짱’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생활의 나태함과 자기 리의 소홀함

을 상징하게 되었고,각종 다이어트 로그램과 체형교정,지방제거술과

같은 성형수술의 붐을 일으켰다.패션과 뷰티업계에서는 아름다운 신체

로 연출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마 략으로 내세웠으며,토탈 코

디네이션을 통해 자신의 몸매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스타일링에 한 정

보가 패션란을 채우게 되었다.

한국 여성복의 신체 노출에 한 태도는 해외의 패션 경향에서도 향

을 받는다.신문의 패션란에서는 로벌 트 드를 소개하며 다소 선정

이고 자극 으로 보이는 노출 차림의 해외 컬 션 사진이 실려 길을

끌기도 하 다.1990년과 1998년 동아일보에서는 해외토픽 란에 각각

리와 마드리드의 패션쇼에 등장한 속옷 상의를 입지 않은 시스루 차림의

모델 사진을 실어 과감한 노출 패션을 소개했다.419)420)신문에 나타난

자극 인 여체의 이미지는 논란의 상이 될 법 했으나,여성복의 노출

상은 이미 에게 익숙해져 있었고,패션계에서 검증된 유명 해외

컬 션에서 발표된 패션디자인으로서 로벌 패션 트 드의 최신 정보로

416)한겨 ,2008.6.18.“다리 보여주려면 쇼트 팬츠로”

417)한겨 ,2006.12.5.“올해 인기짱 패션 아이템 ‘스키니 바지’”

418)한겨 ,2010.6.2.“‘쿨비즈’옷차림 코디 받아볼까”

419)동아일보,1990.7.23.“ 리 추동패션”

420)동아일보,1998.2.12.“추동복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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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졌다.1994년에는 디자이 이상 의 패션쇼에서 한쪽 가슴을

완 히 드러낸 의상을 선보여 이슈가 되었으며,이에 따라 여성 패션의

가슴부 노출에 한 기사가 에로티시즘(eroticism)의 극 화라는 측면

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도 하 다421).오늘날 여성복식에 나타난 속

옷의 겉옷화 상,튜 탑(tubetop),더욱 짧아진 미니스커트 차림

등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이것은 다양한 매체와 경험을 통해 해외 패

션 트 드와의 이 잦아지면서 여성의 태도가 더욱 개방화된 것을 보

여 다.422)이와 같이 여성복식의 신체 노출은 해외 트 드에도 향을

받고 있으며 에로티시즘과 섹스어필의 표 으로 더욱 과감해지고 담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외성과 인 표 보다는 에로티시즘의 과감한 확 에 을 둔 것

이 지난해 말 컬 션의 특징.최근 가수 마돈나가 공연에서 화려한 속옷차

림을 선보여 화제를 모은 것에 자극을 받은 듯 ‘속옷 패션’도 상당히 자연

스런 모드를 제시하고 있다...에로티시즘의 확 는 한물 간 것으로 인식되던

미니의 선풍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

올 과 여름을 겨냥해 ‘오트 쿠튀르’가 내 놓은 의상들은 형태와 실루엣이

비교 단순해지고 우아한 여성의 보디라인을 살리는 과감한 노출을 시도

한 것이 특징이다.어깨,가슴,배 등 종래 ‘감추어져야 했던 비 스런 부분’

을 과감하게 열어젖히고 오히려 팔이나 다리 등을 감싸는 ‘색다른 성’

을 표 한 의상이 길을 끌었다...부드러운 느낌의 니트나 차갑고 매끈한

느낌의 속성 옷감을 써서 섹스어필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경향

도 두드러졌다.423)

노출 패션은 화 속의 주인공이나 여배우의 패션 스타일에서도 향

을 받는다.1992년 여름 개 한 화 ‘연인’의 향으로 여주인공이 착용

했던 목선이 드러나는 라운드 네크라인 실크 원피스와 챙이 넓은 모자,

421)동아일보,1994.12.12.“여성패션 ‘노출 명’-가슴 드러내는 의상 국내서도 발표”

422)손지원(2011),“한국 여배우의 드 카펫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의미”,복식,

61(6),pp.154-155.

423)동아일보,1992.2.18.“ 란한 색채 여심 유혹, 리 맞춤복 업계 ‘색의 쟁’선

포,가슴 배 드러낸 에로티시즘 선풍,실루엣은 단순 우아...우리 의상에도 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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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갈래로 땋은 머리가 인기를 끌며 로리타(lolita) 에로티시즘에 한

논란을 일으켰다.424)1998년 여름에는 심 한 디자인의 단색 원피스가

인기를 끌었는데,그 에서도 어깨끈을 가늘게 처리해 언뜻 속옷처럼

보이는 섹시한 슬립원피스가 최신유행 아이템이 되기도 하 다.425) 한

화 ‘로리타(Lolita)’가 국내에 개 되면서 성 매력이 가득한 어린 여

주인공의 로리타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하 다.로리타 룩은 소녀 같은

분 기에 섹시한 느낌을 가미한 것으로 어깨를 드러내도록 넓게 인 네

크라인,엉덩이가 보일 듯이 짧은 스 덱스 반바지,배꼽이 드러나는 탱

크톱 등으로 거리낌 없는 노출이 나타난다고 소개되었고,426)캐미솔 톱

과 셔링이나 릴장식이 달린 짧은 길이의 원피스와 스커트로 발랄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한편,2002년 한일월드컵의 응원단들이 보여 감각 인 패션 스타일

의 개는 여성의 신체노출을 더욱 부추겼다.탱크탑(tanktop)과 미니스

커트,짧은 배꼽티와 핫팬츠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표 인

차림새가 되었고427)428),그 이후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마

다 여성들의 과감한 응원 패션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 다. 은 여성들

은 잘 리된 자신의 신체미를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응원 패션을 즐기게 되었고,태극기만 걸친 듯한 모습,찢어진 옷,과 같

은 획기 이고 자극 인 노출 패션을 통해 여성 신체 노출의 일반화에

기여했다.2000년 후반 이후에는 여성의 노출이 더욱 담해졌고,노출

부 도 범 해졌다.

월드컵 패션이 진화하고 있다.섹시함을 추구하는 도발 인 노출은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욱 과감해졌다.2002년에는 그래도 ‘지정복’은 빨간 티셔츠

와 청바지 지만,2006년은 25㎝ 이하의 미니 스커트에 등이 훤히 드러나

424)동아일보,1992.6.13.“윙클러 감독 ‘비공개’아노감독 ‘연인’숱한 화제 싣고 국

내 상륙”

425)동아일보,1998.6.25.“단색의 원피스,언제 도 시원한 그녀”

426)동아일보,1998.7.2.“깜 하고 도발 인 ‘로리타 룩’,화려한 주름- 릴장식,훤

한 어깨 등 ‘노출미’가득”

427)조선일보,2002.6.22.“‘개성 만 ’월드컵 패션”

428)동아일보,2004.8.12.“국기 티셔츠에 오륜마크 핫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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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리스 차림까지 등장하고 있다...은이들은 옷차림을 통해 자기만의 개

성과 건강미,섹시함을 한껏 표 하고 있다.429)

한,비교 보수 으로 기성세 들의 시선을 고려하 던 신부의 웨

딩드 스도 과거와는 달리 스트랩리스(strapless)드 스 스타일과 등이

깊게 인 스타일,미니스커트 스타일도 흔하게 입 지고 있다.430) 한

드카펫 의 여배우들,무 의 아이돌 가수,스포츠 채 의 아나운

서들이 더욱 수 가 높은 노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이들의

노출 경향은 시 미의식을 반 할 뿐 아니라,여성성과 에로티시즘의

강조,나르시시즘 자기 과시, 격과 신을 통한 유희성 등의 상징

의미를 갖는다.431)이러한 사회 분 기는 여성의 노출 표 에 하여

용 인 태도를 갖게 하 고,신체의 노출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나

타나고 있다.노출 패션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오늘날의 음

과 날씬함을 추구하는 시 미의식과 함께 여성의 아름다운 몸을 효과

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써 유행의 한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T.P.O.에 따른 복식규범 수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신문의 패

션란에는 T.P.O.에 합한 옷차림이나 의 바른 옷차림에 한 조언이

소개되고 있다.취업면 시의 옷차림432)이나 신입사원의 직장복(<그림

6-a>)433)434)435)436),커리어 우먼(careerwoman)에게 합한 옷차림437),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의 복장,명 이나 연말 모임에 바람직한

옷차림(<그림 6-d>),해외여행 시 요구되는 옷차림438)등 다양한 상황별

스타일링에 한 정보와 패션 에티켓이 제시되고 있다.

429)한겨 ,2006.6.15.“더 과감하게...더 개성있게...월드컵 패션 ‘화려한 진화’”

430)최수아,앞의 책,p.160.

431)손지원,앞의 책,pp.154-157.

432)동아일보,1998.8.25.“자신감 없으면 면 ‘백 백패’”

433)동아일보,1990.1.31.“사회첫발 여성 ‘출근 멋내기’청순하고 단정한 모습 좋아”

434)한겨 ,1992.1.12.“사회 첫발 내딛는 여성들 자신감․애정 갖고 직장생활을”

435)조선일보,2008.1.29.“직장 새내기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자”

436)한겨 ,1996.2.8.“사회 년생 옷차림과 마음가짐”

437)동아일보,2006.1.6.“신입사원 첫 출근 코디법”

438)동아일보,1996.6.29.“이 희의 맵시연출 해외여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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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단정하고 잖은 옷차림으로

출근하라.”20 은이들을 겨냥한 유행성 강한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

지만,사회 년병의 옷차림은 튀지 않는 기본 인 스타일이 좋다고 문가

들은 권한다.입사 기의 인상이 요하므로 ‘정직함’과 ‘성실함’을 표 할

수 있는 차림이 좋다는 것이다......재킷은 무 무난한 스타일보다 어깨가

좁거나 허리에 벨트를 매는 약간은 캐주얼한 스타일이 고 발랄해 보인다.

사틴 등 택나는 소재는 무 여성 이거나 튀어보일 수 있다.머리카락

염색을 심하게 하거나 커다란 귀고리-반지를 하는 일도 삼가는 게 좋다.439)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색상은 검정,회색과 베이지색.이같은 차분한 색상

을 고른 뒤 와인색이나 아이보리,보라색 등 소품으로 포인트를 다.모임

은 앉아 있는 시간이 부분.따라서 포인트는 바지나 스커트가 아니라 재

킷에 두는 게 지혜다.소재로 포인트를 주려면 택성 소재나 벨벳 아이템

이 좋다......부부동반 모임이라면 「다정한 느낌」을 주도록 서로 조화를 이

루는 연출이 필요하다.포인트는 물론 아내에게 둬야 한다. 를 들어 아내

가 검정색 스커트에 화려한 스카 를 했다면 남편은 같은 색이나 짙은 회

색 정장에 셔츠와 넥타이는 밝은 색으로 한다...440)

이와 같이 TPO에 맞는 한 옷차림에 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그림 6-b>).격식을 차려야 하며 로페셔 한 이미지를 갖기

하여 정장 차림이 권장되고 있으며, 무 획일 인 스타일 보다는 개인

의 개성과 멋을 살리기 한 스타일링 방법도 제안된다.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차림이 바람직하며, 무 튀거나 동떨어진 차림은 피해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즉,복식규범을 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여겨지

며,복식규범에 어 나는 차림은 비도덕 인 것으로 평가된다.최근에는

서양식 티나 모임 문화가 증가하면서,모임의 성격에 맞는 복식규범으

로서 ‘드 스 코드’를 지정하는 것이 례가 되고 있다.

왜 이런 복잡한 ‘드 스 코드’따 가 존재해야만 하는가?첫번째로는 ‘규

정’을 해서다.행사에 한 간단한 고지가 힌 청장을 받고서 이 모임

439)조선일보,1996.1.29.“여사원은 무릎길이의 스커트”

440)조선일보,1998.12.11.“연말모임 재킷에 포인트를,검은 투피스엔 은백색 로

치,와인색 원피스엔 진주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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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모임인지,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해서 드 스 코드를 보고 어

느 정도 악할 수 있다.두번째는 ‘재미’를 해서다. 티란 기본 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귀기 한 자리인 만큼 벽을 깨 무언가가 필요

하다.그 좋은 매개체가 옷차림이다.공통된 ‘암호’를 달 받고 나타난 사

람들에게는 처음 본 사이라 해도 단박에 공통 인 이야깃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그래서 티를 자주 즐기는 이들에게는 이 드 스 코드가 한결

더 재미있고 독창 으로 제안되기도 한다.‘70년 풍’,‘골드 컬러’,‘드’,

‘인도풍’등등.재미있는 주제일수록 서로의 상상력을 칭찬하거나 때로는 자

신의 차림새에 해 궁한 변명을 하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모임의 취지와 분 기에 잘 맞는 옷차림은 요하다.441)

모임에서 ‘드 스 코드’를 지정하는 일은 구속이 아니라 어색한 옷차림 때

문에 서로 난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배려의 장치’다.모임 주최자에

게 극 으로 입을 옷에 해 물어보는 것이 의다.442)

이러한 복식규범은 개인의 사회 지 와도 련이 있으며,부 한 옷

차림은 논란의 상이 된다.특히 사회 지도층의 옷차림은 정치 성향

이나 경제력,부의 축 등과 련지어 평가된다(<그림 6-e>).

행국회 속에서 신세 패션으로 화제를 모은 신한국당의 김 선의원은

자유분방한 행동과 x세 이슈에 한 발언 등으로 그동안에도 길을

끌어왔다...김의원은 자신의 패션에 한 주변의 심에 해,‘평가는 옷차

림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443)

공무원이나 고 공직자들의 패션 스타일은 정치 특성과 권력의 상징

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한 복식규범이 요구되며, 무 튀는 복장이나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논란의 상이 되기도 한다.

유세 강행군을 벌인 22일 동안 박근혜 통령 당선인은 뾰족한 하이힐은

아니더라도 5cm 정도의 굽이 있는 구두를 고수했다.운동화는 유권자에

441)한겨 ,2006.12.6.“‘드 스 코드’알면 재미,모르면 민망”

442)동아일보,2007.12.7.“송년회 퀸 되는 법”

443)조선일보,1996.6.10.“변호사 출신 미혼 ‘의정활동으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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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이었다......10월 31일 청년

행사에선 달라붙는 청바지,빨간색 워커 차림의 ‘격’에 스스로 “상당히 야

하게 하고 나왔지 않냐”라며 웃기도 했다.444)

최근에는 한 아나운서의 옷차림이 뉴스 진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지 을 받아 논란의 상이 되기도 하 다.

그는 올림픽 반부터 뉴스와는 어울리지 않은 모자패션을 선보여 시청자

의 혹평을 들었다. 회 첫날에는 검은색 상의와 흰 모자를 코디해 '장례식

복장'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양 아나운서는 2일 MBC가 비한

자체 인터뷰에서 " 국 문화를 달할 방법을 찾다 17개의 모자를 비했

다"고 해명했다.445)

그러나 복식의 규범이 차 완화되는 경향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임

산부들은 만삭이 되면 타이트한 실루엣의 우아한 드 스를 입고 스튜디

오에서 만삭사진을 는 것이 일반화되었다.유명 스타들은 부른 배를

고 드 화보를 촬 하여 여성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며,임부복

도 더욱 트 디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임신한 몸은 아름답다.어느 경우든 자기표 에 극 인 신세 들은 임신

기간에도 불룩한 배를 펑퍼짐한 임부복으로 감추기는커녕 평소보다 더욱

섹시하고 노출이 심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해 격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임신을 경력의 끝으로 여기던 기성세 와 달리 임신과 출산을 스타일링의

확장으로 활용하는 할리우드 스타의 향으로 국내외 임부복 시장은 더욱

고 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5-h>)446)

직장 내에서는 정장차림 외에도 평상복을 즐겨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특히 여름철의 을 한 쿨비즈 차림의 방편으로 시원한 근무

환경을 해 노출복장을 권유하기도 하 다447).공 인 장소에서 다소

444)동아일보,2012.12.21.“박근혜 통령 당선,12시간 장거리 비행 뒤에도 꼿꼿한

올림머리”

445)한겨 ,2012.8.3.“양승은 아나 모자 다시 써 ‘ 정도면 집착 수 ...’”

446)동아일보,2004.8.3.“아름다운 임신...날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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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으로 규정되었던 복식규범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으며,청바지와

같은 캐주얼한 차림이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은 ‘자유롭고 편안함

을 추구하는 사회 체 분 기에다 X세 로 불리던 신세 들이 이제 직

장인이 되면서 캐주얼을 즐기는 연령층이 넓어지고 있다448)’고 분석되기

도 하 다.여성들이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거나 7부․9부의 카 리 팬츠

를 착용하고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발에 샌들이나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그림 5-f>),보수 인 분 기의 기

업이나 융권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간편하고 담한 차림이 많아졌

다.패션계에서는 이를 ‘고학력, 문직 여성들이 직장에서 더욱 당당해

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449)

한 여성복식에서 미혼이나 기혼의 구분은 거의 사라졌으며,신세

주부들은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활동 이고 격 인 의상으로 개성

을 표 하며 패션 감각을 뽐낸다(<그림 5-c>).450)미시(missy)족, 년미

시족,머추어 이디(MatureLady)와 네오실버(Neo-silver),나우(New

OlderWoman)족의 출 은 세 별 패션스타일에 한 고정 념을 깨도

록 하 고,최근 나이 괴소비 상이 나타나면서 각 연령별로 추구되어

오던 복식규범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올해 패션업계의 략은 자신을 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아주머니를 공략

하는 것이다.업계에서는 그 집단을 아 '머추어 이디'라는 이름으로 구

분하고 있다...이들은 자식이나 남편을 돌보는 데만 삶을 투자하지 않고,자

신을 가꾸는 데도 오랜 시간과 돈을 들인다.한때 패션업계는 20～30 여

성의 주머니를 공략하는 데 총력을 기울 지만 2008년 무렵부터 상황이 달

라졌다.40〜50 여성의 이가 이들을 뛰어넘었기 때문.451)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소비 계층은 ‘네오실버(Neo-Silver)'이다. 은 세

447)조선일보,2000.7.15.“30 경제학,노출패션으로 더 이긴다”

448)조선일보,2000.8.28.“신30 ,편한 옷이 좋아”

449)조선일보,2000.8.1.“‘맨발 패션’열풍”

450)조선일보,1994.2.27.“미스처럼 입는다”

451)조선일보,2010.1.22.“40～50 인데 아 마 아닌 그들...맘에 드는 옷 보면 바로

산다 패션업계의 새 타깃 ‘머추어 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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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 스타일을 공유하며 소비에도 극 인 신세 장·노년층이다.‘청

바지 입는 노년층'으로 불리는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랜드와 소비 생활에 한 이해력이 높으며,디지털기기와 인터넷 활용 능

력도 갖추고 있다.자식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고정 념에서 벗어나 자기 자

신을 한 투자와 소비에 심이 많다.452)

지난 14일 서울 명동의 캐주얼 의류 랜드 갭(GAP)매장.주부 김모(48)

씨가 자식뻘쯤 되는 20 들 사이에서 인기인 후드 티셔츠를 고르고 있었

다...길 건 롯데백화 본 모피 매장에선 여 생 김모(23)씨가 회색 모

피 조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소비시장에서 나이 구분이 사라지고 있

다......‘나이 괴' 상은 의류 시장에서 두드러진다.우선 부유한 년 부인

의 상징이던 모피의 구입 연령 가 부쩍 낮아졌다.453)

이처럼 1990년 이후 한국 여성복식의 신체 노출 표 은 더 이상 비

난의 상이 되지 않으며,오히려 잘 리된 신체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더욱 과감하고 담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사회는 여성의 신체 노출에

더욱 해졌으며,T.P.O.별 복식규범을 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식

행동으로서 도덕 태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 별,집단별 상황 맥락

에 따라 복식규범이 완화되는 상도 나타나고 있다.

2.물신성

물신성은 물질주의와 물신숭배의 에서 부의 확산․의류 소비의 증

가와 함께 나타나는 복식의 사치,과시,낭비,과소비,쾌락에 한 태도

를 말한다.여성복식에서 나타나는 물신성은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최근 작은 사치,호사 소비 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 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

452)조선일보,2010.1.16.“네오실버․ 로보노․오 리더십...올 시장을 움직일 키

워드”

453)조선일보,2008.2.18.“딸과 함께 캐주얼 입는 엄마...엄마와 함께 한방화장품

쓰는 딸...소비자들 ‘나이의 경계’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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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가 되면서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경제가 안정되자 사치풍조

가 일기 시작했으며,특히 고소득층의 복식 사치는 비도덕 인 행 로

논란이 되었다.1990년 에는 외제,고가 의류가 범람하면서 사회

체가 과소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고,여론은 이를 신랄하게 비

하 으며 과소비 근 운동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다.454)정부와 검찰

의 규제와 단속(<그림 7-a>)455),과소비와 사치풍조 추방을 한 시민운

동456)457)이나 간 유통이윤이 크며 호화사치 과소비의 조장이 우려되는

수입품에 한 가격표시제의 시행458),사회지도층 부인들을 심으로 운

되기 시작한 알뜰가게의 등장459)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소비를 진

정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심으로 사치성 의류 제품의 수요가 매

우 높았고,수입품 수가 성행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는 사

회지도층의 도덕 해이를 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에 발된 고 외제의류 수, 매업자들은 비 수록 더 좋아하는 일

부 부유층의 허 심을 고 들어가......수의류 엔 구 폰타나 조르지오

아르마니 지안 랑코페 등 고가품도 있었지만 홍콩에서 이탈리아, 랑스

제 라벨만 붙인 가짜상품도 섞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고객들은 수십

만 원에 사가기도 했다고 한다......“내 돈 가지고 내가 산건데 문제가 뭐냐”

는 사람에서부터 “남편이 알면 큰일 나니 제발 비 에 붙여 달라”는 사람

에 이르기까지 그 태도가 가지각색이었다고 한다.검찰 계자는 고객 사

회유력층 인사의 부인이 많아 “검찰에 불려나가지 않고 조용히 처리될 수

없겠느냐”는 청탁을 수없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460)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것은 오히려 수입제품에 한 소

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각종 매체에서는 수입 고가품에

454)신소윤,앞의 책,pp.78-79.

455)동아일보,1990.7.6.“호화 외제 옷 수 10억 팔아”

456)동아일보,1990.1.3.“사치풍조 추방 범국민운동 국주부교실 앙회”

457)동아일보,1990.12.3.“여성운동 윤리-통일문제 돌릴 때”

458)동아일보,1990.2.28.“수입 상품 값 표시제 혼선”

459)한겨 ,1992.1.1.“경실련 여성 알뜰가게”

460)조선일보,1990.7.6.“‘비싸야 좋다’허 노린 사치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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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를 통해 과소비를 부추겼다.461)수입품에 한 동경심과 비싼 것

이 좋다고 여기는 고가품지향으로 이들에 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

고,모피의류와 같은 사치재의 소비가 증하 으며,462)과소비 풍조가

만연하 다. 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지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

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자 호화사치여행에 한 규제방안이 마

련되기도 하 다(<그림 7-b>).

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10회 이상 입출국한 1천4

백76명을 특별 리 상에 추가하는 등 호화사치해외여행을 규제할 방침이

다...일부 부유층과 수 우범자들을 심으로 외제물품 과다반입이나 수

가 여 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463)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된 원인에 하여 일부 부유층의 향락 생활은

서민에게 화감을 조성하 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 와 계층 간 양극화

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464)465)외제품 선호와 고가 의류 구매 행태와

같은 사치성 소비에 한 비난466)은 더욱 더 극 인 사치풍조 근 ,

과소비 추방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7일 오후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한국기독교교회청년 의회 회원 30여

명이 ‘외제선호 과소비 추방 국민소비의식 개 운동’집회에서 호화사치 외

제품과 졸부의 모형 화형식을 갖고 있다(<그림 7-c>).467)

1990년 말 구제 융의 기가 닥치면서,사회 으로 호화 사치 풍조에

한 비난은 더 거세졌고,국가 차원에서는 일부 부유층의 불로소득자에

게 세 을 추징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기업자 을 빼돌린 기업주

나 임 수입을 락한 사람들,변칙 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사채이자 소

461)한겨 ,1992.12.27.“백화 홍보 단 과소비 조장”

462)한겨 ,1996.12.13.“모피 옷 수입 3년 새 10배”

463)동아일보,1992.8.14.“호화-사치 해외여행 강력 규제”

464)동아일보,1992.1.26.“ 융실명제 조속 시행 경제 안정 성장 돕게”0

465)한겨 .1994.8.9.“생활 속의 실명제 1년 5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

466)동아일보,1996.7.1.“경쟁력 강화가 문제다”

467)한겨 ,1996.7.8.“과소비는 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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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해외여행이 잦고 고가 사치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468)그 원인이 부유층의 사치 풍조와

과소비에 있다는 인식469)이 확 되어 논란이 가속화되었다.사회 반

으로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하는 사회와 과소비,사치,낭비에 한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김 통령은 10일( 지시간)앞으로 경제 기극복을 한 국민 단합

분 기를 해하는 사회 일각의 사치낭비풍조에 해 철 한 책을 강구

할 뜻을 밝혔다.470)

경제 으로 불안한 사회 분 기 속에서 근검 약과 검소한 생활이 요

구되었으나,사치와 과소비 풍조는 장년층뿐만 아니라 은 세 로도

이어지게 되었다.471) 은 세 들을 심으로 명품 랜드 선호 상이

나타났으며,수입 랜드에서는 어진 고객을 겨냥한 세컨드 라인을

개하여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472)외환 기 이후 복식의 사치와 고가

품 소비에 한 도덕 인 비난과 사회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치재의 수

요는 계속 증가하 으며,사회의 감시망을 피한 외제품 소비는 여 히

지속되었다.

‘과소비’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보통사람,평

범한 직장인들의 ‘수입을 과하는 지출’이 보편화하고 있다.특히 은이들

의 사치와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과소비의 화 상’이 지 우

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다....‘리바이스’청바지,‘샤넬’향수,‘구 ’핸드백

등-딸의 쇼핑목록에 오른 것은 부분 외제품...은층의 이런 과소비행태

는 1회성 충동이 아니라 ‘생활화’된 것이라는 에서 더욱 심각하다.473)

468)동아일보,1998.6.23.“음성 불로소득 세 2,453억 추징”

469)동아일보,1998.1.1.“시련을 극복하자,연두제언,김병 동아일보 발행인”

470)동아일보,1998.6.12.“불로소득자 사치-낭비 강력 처”

471)한겨 ,1996.7.11.“비싼 옷 선호는 사치,건 한 소비 힘쓰자”

472)조선일보,2002.1.11.“‘명품 랜드’ 어졌다”

473)동아일보,1996.8.8.“‘과소비’ 험수 넘었다 (1)“월 이 모자라요” 은층

‘자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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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치를 무조건 으로 비난하며 반 하는 것은 사회경제의 발

을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474)도 나타났다.사회는 차 사

치와 과소비,고가품과 외제품의 선호 상에 용 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이러한 풍조는 경제 능력을 갖춘 산층이 늘어나면

서 에게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흥청망청 소비하게 된 것은 부자들

만이 아니며, 하 소득자들도 더 많이 소비해왔다.이 변

화의 주요한 동인은 슈퍼리치들의 높아진 소비 수 이었지만,그들의 더

높은 소비 수 을 그들과 재력이 엇비슷한 부자들이 모방하면서 새로운

표 이 되었고,이런 양상이 소득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계속 이어졌

다.475)사치와 과소비는 차 화되기 시작하 으며,세 와 계층을

불문하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부나 지 를 과시하려는 과시

소비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따라서 패션 소비의 상은 고가품이거나

가품으로만 나타났고, 간가격 의 랜드가 몰락하는 양극화 상이

나타났다(<그림7-e>).

국내 주요 백화 들의 국외 고가 패션 랜드(명품)매출이 지난해 20% 가

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명품 매출 증가 배경에는 한국인이 사치

품을 과시하는 행 에 해 한 것도 작용한다.컨설 업체 매킨지가 지

난해 낸 보고서를 보면,‘사치품 과시가 나쁜 취향이냐’는 질문에 한국 응답

자의 22%만이 그 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조사에서 최근 12개월 동

안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응답자 비율이 한

국은 46% 고...476)

실제로 유럽 지의 가격 인상 이후 ‘한국도 곧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 일부 제품은 기자 명단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서울 강남의 한 백

화 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5월부터 인상한다'는 소식이 해지자 갑

자기 소비자들이 서서 구매하는 바람에 매장 직원들이 당황한 이 있

다”고 말했다.샤넬은 지난해 불황에도 불구하고 백화 매출이 년 비

25%나 늘었다.특히 일부 여성과 부유층은 샤넬 핸드백을 혼수 필수품으로

474)동아일보,1996.7.3.“자연스러운 물욕”

475)이한 역(2011),로버트 랭크 ,『사치 열병』,서울:미지북스,p.91.

476)한겨 ,2012.2.9.“백화 명품 매출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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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으며,‘묻지마'식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도 샤넬의 배짱 장사를 뒷받침하

고 있다. 철 결혼 시즌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엔 ‘샤넬 웨이

( 기번호)걸었다'는 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업계 계자는 “원자재 인

상 등을 내세우며 1년에 수차례 가격을 올리는 샤넬도 문제지만,허 심 때

문에 합리 인 구매를 못하는 소비자가 더 근본 인 문제”라고 말했다.477)

소득과 탐욕에 한 사회 용의 증가는 사회 반에 럭셔리

(Luxury)열풍을 가져왔다.고가일수록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고가품 선호 상이 나타났고,고가의 수입품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둔

갑하게 되었으며,백화 과 면세 , 형할인 과 아울렛 등의 명품 랜

드에서는 신상품이나 세일정보를 경쟁 으로 보도478)479)하여 매출을 올

리기 시작했다(<그림 7-f>).

한편,고가의 외제품을 선호하고 수입 의류 랜드가 국내로 유입되면

서(<그림 7-d>)청바지나 퍼와 같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캐주얼 의복

아이템들이 패션화,고 화되어 가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10 청소

년들도 일명 ‘메이커’라고 불리는 유명 수입 랜드의 의류를 열 으로

선호하기 시작했으며480)481),이러한 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얼마

특정 랜드의 패딩 퍼를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 다.작업용 바지에서 출발하여 실용

이고 기능 인 표 복식 아이템인 청바지는 차 기능성보다는 심

미성과 패션성을 추구하게 되었고,2000년 후반부터는 ‘리미엄 진

(premium jeans)’이 등장하여 고가의 수입 랜드 청바지가 유행을 이끌

며,사치성 아이템으로 변화하 다.

한 벌에 1000만원짜리 청바지는 보통 청바지와 무엇이 다를까.가격을 좌우

477)조선일보,2012.1.20.“샤넬에겐...한국은 참 좋은 나라”

478)조선일보,2000.1.12.“세련되고 하게, 은 직장 여성 한 국내 고 랜

드 이달 말 30여개 쏟아져”

479)한겨 ,2012.12.27.“반갑다,연말 ‘빅세일’”

480)동아일보,1996.2.3.“블루진시 막 내리나...은층 ‘컬러진’에 몰린다”

481)동아일보,1996.8.9.“지 PC통신에선 신세 ‘메이커’열풍,실용성보다 상표

만 따지는 건 천박한 습성,품질-서비스 우수한 유명상표 찾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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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이아몬드,백 같은 보석 장식이다.여기에 (金)

단추나 은(銀)단추가 달리면 값이 더 뛴다.손으로 자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려도 가격이 올라간다.수백만원 청바지는 맞춤인 경우가 많다.정장을

맞추듯 고객 체형을 정확하게 재서 만든다.장식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디자이 이름값'이 러스 알 로 들어간다......수십만원 의 리

미엄 진 에는 수백만원 의 ‘디자이 진'이 있다.가수 제니퍼 로페즈와

비욘세 놀스가 입는다는 로베르토 까발리의 보석 박힌 진은 1185달러,화려

한 손자수가 놓인 돌체앤가바나 청바지는 3950달러다.록밴드 에어로스미스

의 보컬 스티 타일러가 직 장식했다고 알려진 트루릴리 청바지는

1000〜3000달러에 팔렸다.가격만큼 소비자의 만족도도 같이 상승할까...

“아무 것도 입지 않은 것 같은 편안한 착용감은 가 랜드가 도 히 따

라올 수 없다”...패션 문지 ‘보그 코리아'의 신 호 패션디 터는 “수백만

원 고가 청바지의 값은 결국 랜드 값"이라고 말했다.482)

청바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겨울의 한 가 더욱 심해지면서 방한용으로

착용되던 패딩 퍼(paddingjumper)도 고기능성을 추구하는 명품 랜드

선호 상이 용되어 사치성 아이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 A백화 ‘캐나다 구스’매장.가장 인기 있는 ‘익스페디

션’(125만 원)제품은 남녀 모든 사이즈가 품 된 상태 다......이 백화 매

장 계자는 “다른 백화 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인기 제품은 9월부터

팔려나갔다”고 말했다.캐나다 구스보다 비싼 200만∼300만 원 패딩을

는 몽클 르 매장도 인기 디자인은 부분 품 다.몽클 르를 수입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 계자는 “인기 제품은 8월쯤에 와야 살 수 있다”며 “디

자인을 시하는 30,40 고객이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다.최근 서울 강

남 지역을 심으로 고가의 명품 패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483)

물질 인 부를 상징하는 성공의 지표로서 고가의 명품 랜드 소비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과시소비가 만연하게 되었고,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소비와 소유를 지향하는 풍조와 럭셔리

482)조선일보,2008.7.12.“1000만원짜리 청바지는 진짜 ‘돈값’하나”

483)동아일보,2012.12.12.“‘어른 노페(노스페이스)’캐나다 구스-몽클 르 등 수백

만원 패딩 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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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의 흐름을 타고 사람들은 소 말하는 명품백,명품구두 등에 탐닉

하게 되었고,수입고가품의 디자인을 복제한 불법 복제품이 ‘짝퉁’상품

으로 등장하여 문제시 되었다.디자인 복제의 문제는 뒤의 산업윤리성의

측면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패션 감각이 뛰어난 국내외의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은 패션 아

이콘(fashionicon)으로서 동경의 상이 되고 있다.인터넷과 SNS문화

가 확산되어 여배우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명 인사나 인기스타들의

라치 컷(paparazzicut)이 ‘직 ’,‘연 인 근황사진’등의 형태로 공

유되면서,‘공항패션’,‘휴가패션’,‘하객 패션’등의 T.P.O.별 차림에 어떠

한 랜드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지가 심거리가 되었다.여성들은 이

들의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고,패션 기사에서는 이들의 스타일링 과

함께 착용한 제품 랜드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를 조장하고 있으

며,유명 연 인이 착용한 제품에 한 추종 소비의 증가로 특정 상품

이 단기간에 품 되는 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들턴 자매는 수수하지만 품격 높은 패션으로 국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

는 핫 아이콘이다.값비싼 디자이 의류 신 인 랜드를 즐겨 입

는다는 도 공통 이다. 국 디자이 의 옷을 즐겨 입어 패션으로 ‘정치’

를 하는 왕세손빈과,언니보다 더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

는 피 미들턴의 차림새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계되며 ‘로열 시크’

트 드를 낳고 있다. 이디 가가보다 더 뜨거운 심을 모으고 있는 자매

의 패션 결...패션잡지 ‘래머’는...피 가 언니보다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평가했다.“ 고 신선하고 스타일에 민감한 모습 덕분에 그를 잇 걸(Itgirl)

로 명명한다”고 이 잡지는 치켜세웠다.이러한 명성은 유행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국내 패션 추종자에게도 리 알려졌다......크고 각진 스타일의 샤

넬 선 라스,지나 포스터의 모자,토리버치 랫슈즈,로에베의 아마조나

멀티컬러백 등도 피 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이 다.484)

“25장 오더(주문)했는데 이거 한 장 남았어요.‘완 ’된 거죠.”...갤러리아 명

품 이스트(EAST)오성택 과장은 “연 인들이 즐겨 찾는 랜드”라며

“한번 입고 나오면 다음 날 세 팔려나간다....연 인은 패션시장을 지배하

484)동아일보,2012.2.17.“세계 패션계는 지 ,미들턴 자매에게 꽂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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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강력한 트 드 ‘키워드’다.발망은 아이돌그룹 2NE1에서 한국을

표하는 여배우 김혜수까지 두루 좋아하는 랜드 아닌가.‘김남주 워’도

여 했다.이스트 2층의 편집매장 ‘리버티’에는 김남주가 드라마 ‘넝쿨째 굴

러온 당신’에서 시 이에게 빼앗겼던(?)가방 ‘헨리 베 린’의 신상품이

에 확 띄게 시돼 있었다.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다는

그 가방이다...485)

이러한 상은 패션업계의 스타마 으로 연결되어 스타를 모델로 활

용하고,스타의 이름을 딴 제품명을 홍보하여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연 인들의 사회문화 향력이 커지면서 패션업계의 스타마 도

거세지고 있다.단순히 스타를 고모델로 삼거나 찬을 하던 차원

을 넘어 아 제품에 스타의 이름을 붙이거나 디자인에 스타를 참여시키

는 형태486)로 진화하고 있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

여 철 히 계산된 스타의 이미지를 통해 제품을 하고 소비를 조장하

는 업계의 마 략이 존재한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청바지 랜드 B와 40만원 스니커즈 랜드 C는

고소 이 공항에서 착용해 이름을 알렸다.스타들의 해외 입·출국 패션스타

일인 ‘OOO 공항패션'의 력이다......“일부를 제외하고 스타들이 공항에서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 부분이 업체들에서 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공항 패션만 겨냥해 홍보하는 랜드도 있다"고 했다.한 패션업체 계자

는 “연 인 담당 코디에게 연 인 ‘직 '(직 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다는 조건으로 뒷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홍보 행사 직원이 공항에 가

서 스타 사진을 어 블로그에 올릴 때도 있다"고 했다.모 액세서리 랜

드 계자는 “평소에 연 인들과 계를 돈독히 하기 해 물건을 조 씩

주는 걸 업계 용어로 ‘시딩(seeding·씨 뿌리기)'이라고 하는데,공항에서 편

하게 쓸 수 있는 폼목을 ‘시딩'해 놓고 나 에 출국할 때 좀 써달라고 한다

"고 했다.487)

이런 식으로 공유된 스타의 이미지들은 매체를 통해 반복 으로

485)동아일보,2012.8.24.“백화 장서 본 가을․겨울 스타일”

486)한겨 ,2008.8.28.“‘스타라인’바람,패션계에도 분다”

487)조선일보,2012.1.17.“공항에서 사진 힌 스타들 일상 패션인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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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면서 이상 인 미에 한 표 화를 래하여 길고 날씬하며 볼륨

감 있는 몸을 섹시한 아름다움으로 여기도록 하 다(<그림 8-b,8-c>).

이러한 신체이미지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몸짱’,‘얼짱’,‘동

안’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었고,더욱 자극 이고 선정 인 이미지들로 나

타나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에는 ‘티 니 공항 출국사진'이라는 제

목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촬 된 티 니의 사진이 거 올라왔다.사진 속

티 니는 몸에 달라붙는 소재인 지 드 스를 차림으로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늘어뜨린 긴 생머리와 살짝 드러나는

쇄골이 귀여운 매력과 동시에 섹시미를 발산하는 모습.티 니 공항패션 사

진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쁘다",“청순하면서도 섹시",“안구정화 제 로

했네"등의 반응을 보 다.488)

심지어 기업 채용의 장에서도 외모 지상주의가 나타났으며, 학생들

은 취업 비의 방법 의 하나로 호감을 주고 단정해 보이는 인상을 만

들기 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489)490) 문화에 등장하는 아

이돌 가수들의 외모를 동경하는 미성년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되었다.491)완벽한 신체미를 얻

기 해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신체부 별로 최신 시술 방법이

개발되어 알려지고 있으며(<그림 8-a,8-d>),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을 받

기 해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고,심지어 한국의 성형수술은 로

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슬슬 자취를 감추고 있는 요즘,여 히 여성들은

하의실종 패션을 즐기며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고 있다.그 지만 종아

리가 굵거나 알이 큰 종아리를 가진 여성들은 오히려 하루빨리 여름이 지

나가길 바라고 있다.여성들의 낭창낭창한 종아리에 한 욕구는 은 여성

488)한겨 ,2012.8.2.“티 니 공항패션 ‘그냥 여신’”

489)한겨 ,1992.6.24.“여고생 용모 못나면 취업탈락”

490)한겨 ,1998.7.28.“취업 커트라인 45kg”

491)동아일보,2010.7.12.“화장하는 여 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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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나이든 여성이나 비슷하다.최근에는 년 여성들도 얇은 종아리를

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다.얇은 종아리를

한 시술에는 보통 근육 제술,신경차단술,보톡스를 이용한 시술 등 여

러 가지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이름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 궁극

으로 근육의 볼륨을 감소시키는 치료다.492)

여성들은 여러 방법으로 신체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

고 있으며,아름다워짐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이상화된 여성의

신체는 1990년 이후 소비지향 문화와 물질주의 가치 과 함께 여

성의 신체에 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 으며 외모 심주의를 조장하

고 섹스어필을 통한 성 상품화를 만연시켰다.이러한 문제 은 SNS의

발달과 실시간 커뮤니 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 개 이며 즉각

인 향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재정경제원에서 수입개방 시 를 맞이하여 상품의 병행 수입을

허용한 이후,의류 해외 유명 랜드들에 한 수입이 속히 늘어났으

며,수입품 편집매장 등 이들 상품들의 유통 경로가 더욱 다각화되었다.

의류 상품에 한 소비자의 취향 변화와 유통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유명 상표 의류의 수입493),외국 형 할인 유통 의 국내 상륙으로 의

류 상품의 매 경로와 유통이 다원화되었다.소비자가 한 상 에서 여

러 랜드를 비교,구입할 수 있는 패션 문 이 등장하 고,국내 백화

과 형 할인 들이 국에 나타났다.494)백화 과 면세 뿐 아니라

아울렛․홈쇼핑․온라인쇼핑몰에 이어 형마트까지 병행수입업체와 손

잡고 수입 고가 랜드 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495)

한 기 해외 유명 디자이 랜드의 직수입품은 부분 압구정동

에 치한 편집 매장을 심으로 유통되었는데,주인이 직 해외 명품

아울렛을 돌며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으로 제품

을 들여온 보따리상 형태가 부분이었다.당시 편집 매장들 사업에

492)한겨 ,2012.8.28.“보톡스로 늘씬한 종아리 만든다?”

493)한겨 ,2008.8.20.“외국 패션 랜드 가을상륙 작 ”

494) 기숙 외,앞의 책,p.309.

495)한겨 ,2010.8.19.“여름 막바지 ‘콧 낮춘 명품’한번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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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곳은 1990년 후반 해외 디자이 랜드와 정식 계약을 통해

랜드를 직수입할 만큼 성장했다.496)편집매장은 다양한 랜드의 패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는 유통 형태로 멀티샵(multishop),셀 트샵

(selectshop)으로도 불린다.멀티샵은 청담동과 압구정동을 심으로 확

산되기 시작하 고,최근에는 형 백화 에서도 멀티샵을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497)최근에는 이태원이나

홍 앞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고 랜드의 제

품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층이나 특정 테마에 맞춘 다양한 취향의 제품을

선보이며 더욱 차별화된 편집매장이 늘어나고 있다.498)499)500)이러한

상은 특정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라는 희소성과 차별성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반 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수입고가품에 한 근성이 높아지고,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가 빠르게 달되면서 명품의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어 명품의

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

명품 랜드가 서울 강남에서 강북까지 유행하는 속도는?시속 약 1.57m

다......명품 랜드 기업 마 담당자 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인 16명은 “강남 청담동에서 뜨기 시작한 명품 랜드가 강북지역으로

건 가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리고,강남에서 부산· · 주 등 지방으로

퍼지는 데에는 1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명품 유행을 주도하는 ‘트

드 쇼퍼(TrendShopper·유행을 가장 먼 받아들이고 련 상품을 구매하

는 사람)'에는 연 인을 빼면 주부와 어강사,변호사 는 디자이 가 많

다는 결과도 나왔다.501)

다양한 채 을 통해 고가수입품을 할 수 있게 되고 고 제품에

한 정보량이 증하면서 ‘명품족’,‘된장녀’,‘신상녀’와 같은 새로운 신조

496)이재정․박신미,앞의 책,p.325.

497)한겨 ,2006.1.4.“주 들지 말고 ‘제멋 로’입어라”

498)한겨 ,2008.1.2.“클릭여행 & 맥시멀리즘 & 오감호텔 & 무비컬...”

499)조선일보,2010.8.31.“‘우리만 있어요’백화 들,편집매장 강화”

500)조선일보,2012.8.16.“매장 하나에 랜드 수십개...개성 고객,편집 에 열 ”

501)조선일보,2010.8.17.“명품 ‘유행속도’계산해봤습니다,‘청담동 며느리룩’부산

까지 시속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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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등장했다.명품족은 명품만을 고집하며 명품 구입에 열 하는 사

람들을 말하며,된장녀는 웬만한 한끼 밥값에 해당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지만 부모나 상 남성의 경제

능력에 소비 활동의 부분을 의존하는 은 여성을 비하하여 일컫는 말

이다.502)신상녀는 새로 나온 명품을 재빠르게 구입하며 신상품에 집착

하는 여성을 일컫는다(<그림 7-g>).

섹스 앤드 더 시티가 여성들에게 최고 드라마로, 서인 이 당당하고 솔

직한 ‘웅’으로 비춰져 사람들은 신상족에 한 ‘로망’을 꿈꾸게 된다.문화

평론가 김헌식 씨는 “신상품 쇼핑은 ‘놀이’와도 같다”며 “먼 소유한다는

자체만으로 쾌감을 얻을 뿐 신상품 쇼핑의 도덕 단은 의미가 없어졌

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잣 ’라며 비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명품을 즐기는 ‘된장녀’는 ‘분수도 모르는 여성’이

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 의 신상족은 ‘명한 소비자’라며 호의 인 반응이

많다.패션 컨설 회사 ‘ 인 이’피 정 표는 “명품 주의 쇼핑을 한

다는 에서 이미지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서울 김난도 교

수(소비자아동학)는 “지 은 ‘개성’을 뛰어넘어 ‘소비 개성’으로 흐를 만큼

소비 수 이 높아졌다”며 “신상족 스타나 아이콘도 스스로 탄생한 것이 아

니라 신상족이 된 우리들에게 선택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503)

‘명한 소비자’로서 최근 은 여성들은 양면 이고 이 인 소비패

턴을 보인다.각종 혜택과 쿠폰을 활용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

끔씩 기분 환을 해 극단 으로 다른 가치를 용하여 고가의 명품

랜드를 소비한다.값싼 물건은 인터넷을 이용해 아주 낮은 가격에 사들

이고,돈을 들여야 할 품목은 아 유명한 고 랜드를 사는 것이

표 이다.504)이러한 상은 합리 인 소비와 가치소비 행태의 양면

특성으로 보이며,자기 리나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으로 여겨진

다.

502)네이버 지식백과,김기란․최기호(2009),서울: 실문화

503)동아일보,2008.6.20.“최신 유행 상품 쇼핑 안하곤 못할아!신상녀 납시오”

504)한겨 ,2006.8.25.“19～24살 여성들,‘된장녀’가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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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주소비자층인 롯데백화 라자의 이성희 바이어는 요즘 20

여성들이 합리 인 소비와 가치소비 행태를 동시에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

다고 말했다.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는 단품류는 인터넷이나 패션 쇼

핑몰에서 아주 싸게 사고,정장류 등은 유명 랜드 제품을 사기 때문에

랜드 콘셉트가 분명하지 않은 랜드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요즘 은 여성들이 명품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특정한 유명 랜

드를 맹종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보다 훨씬 다양한 유통경로와 랜

드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티셔츠는 인터넷 오 마켓에서,스커트는 패

션 쇼핑몰에서,볼 로는 유명 랜드를 구입하는 식으로 아이템별 차별화

를 꾀한다는 것이다.505)

“이태원 동 문을 뒤지다가도 이거다 싶은 명품엔 투자를 하는 거지.결국

자기만족의 문제니까.”...“‘이번 출장은 자라,H&M( 가 여성의류)만 가

자’고 매번 결심해.근데 한국에서의 정가보다 30% 싼 걸 보고 어떻게 안

사겠어?결국 신발 4,5켤 는 기본,옷 20∼30벌까지!!”...506)

물신성에 련된 태도를 비난하기만 하 던 분 기는 사치나 과시,쾌

락에 한 정 인 평가로 차 변화하고 있으며,명품소비의 화와

럭셔리 열풍,가치소비 행 와 같은 상은 화나 드라마와 같은

매체의 향력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은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가볍게 풀어낸 ‘섹스 앤 더 시티’와 ‘쇼퍼홀릭(shopaholic)’의 패션을 즐기

는 여주인공들은 쇼핑 독증을 보여주기도 하 고,‘악마는 라다를 입

는다’와 같이 패션계의 장을 소재로 한 화에서는 고 랜드의 제

품들과 최신 유행 스타일을 보여주며 선풍 인 인기를 끌었다.이들의

상에서 등장하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패션 이미지들과 주인공들의 쇼

핑 독 태도는 패션에 한 열정과 이를 즐기는 자기만족을 한 소비

행 로 여겨지며 은 여성들의 열 인 호응을 얻어냈다. 한 ‘슈어홀

릭(shoeaholic)’붐을 일으켰으며, 화에 등장하는 유명 고가 랜드 제

품에 한 간 고는 여성들의 소비심리와 환타지를 불러일으켰다.

505)한겨 ,2006.8.25.“어 간한 랜드는 싸도 안사요”

506)동아일보,2006.7.21.“2030女, 라이드를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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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객들을 다시 술 이게 한 장면은 주인공 캐리의 옷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엄청난 크기의 드 스룸은 ‘에덴동산’이요,그 속을 가득 채운

‘신상(신제품)’들은 여성을 유혹하는 ‘단의 열매’다...주인공 캐리는 이번

화에서 모두 42개의 토털룩을 선보인다.가장 먼 시선을 사로잡은 아이

템은 오 닝 장면에 등장하는 할스턴의 빈티지 드 스.샤넬 클러치백과 크

리스티앙 루부탱의 하이힐,19만8200달러(약 2억4000만 원)짜리 솔란지 에

즈거리 트리지 목걸이와 스타일링한 이 화이트 드 스는 화 포스터에

까지 등장했다...12년간 인기를 린 ‘섹스 앤드 더 시티’가 패션에 끼친

향은 무엇일까.패션정보회사 PFIN조길우 연구원은 1990년 반만 해도

생소했던 ‘믹스&매치’스타일을 화시키고,구두에 집착하는 슈어홀릭

붐을 일으킨 것을 꼽았다.507)

‘슈어홀릭’은 말 그 로 구두 독자라는 뜻으로 필요 이상의 구두를

수십 는 수백 켤 이상 구입하여 모으는 사람들을 지칭한다.사치와

낭비의 표 상 의 하나로 비난이 되었으나,최근 유명 인사들의

슈어홀릭 증상이 알려지고,이들의 일상이 동경의 상이 되며,쾌락

소비가 합리화됨에 따라 이를 인정하며 도나도 구두의 과소비를 정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구두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복식 반에 나타나고 있다.쇼핑 독 상은 더 이상 비난의

상이 아니며,쾌락 인 패션의 추구,자기만족,자아의 표 ,자기 리

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수입 의류제품은 더 이상 사치로 비난받지 않고 개인의 호사를

한 소비 상이 되고 있다(<그림 7-h>).패션은 나와 다른 사람들 간

에 맺어지는 새로운 계의 상 물이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욕망의 상 물로 작용한다(<그림 7-j>).독특한 정체성을 표 하려는 의

지와 개인의 정체성에 한 문화 인 의식은 패션 유동성의 ‘생산력’이고

추진력 그 자체이다.508)여성들은 고가의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제품에 담긴 고유의 가치와 장인 정신을 존 하는 질 인 사치를 향유하

는 것이다.자신을 해 투자하는 ‘작은 사치’가 정 으로 여겨지고 있

507)동아일보,2010.6.4.“더 큰 옷장을 안고 그녀들이 돌아왔다”

508)GillesLipovetsky,앞의 책,p.77.



-135-

으며,자기 리와 자기만족의 문화가 용인되고 있다.

물건을 사는 행 자체가 삶의 크고 작은 목 이 되면서 작은 사치,일본식

표 으로 ‘일 호화주의'에 빠지게 될 듯.티 니의 보석 목걸이는 못 사도

몇십만원짜리 은제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고 월풀 욕조 신

목욕용품만은 최고 으로 구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509)

소비자들은 구매 시 서비스의 만족이나 혜택을 추구하며 각 랜드들은

멀티 매장이나 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고 화와 재미를 강조하는 쇼핑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510)사치의 화는 명품 소비뿐만 아니라 주변

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필품에조차 ‘호화․고 ․사치’의 개념을 용

하고 있으며(<그림 7-i>),511)감성소비,체험소비,가치소비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오늘날의 럭셔리는 가치 과 경험을 뜻하게 된 것이다.

백화 에서 샀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거기에서 우리는 구매 행

자체를 소비한다.각양각색의 랜드로 자아를 디자인하면서 만끽하는

행복감에 그곳은 언제나 축제다.그러나 백화 이 허 의 시장만은 아니다.

군가를 해 선물을 고르는 이들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기쁨으로 충만

하다.그 사은(謝恩)의 손길이 다른 호혜(互惠)로 번져나가면서 삶의 자

리는 한결 해질 것이다.512)

1990년 의 소비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시 에는 복식소비의 과잉

과 고가품,수입품을 선호하는 행태가 낭비이고 과시 이라는 비 의

식으로 사회 인 단속과 근 운동이 이끌었으며,한국사회를 외환 기로

치닫게 한 주범으로 신랄하게 비 되기까지 하 다.그럼에도 사치와 과

소비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 조장과 물신주의의 팽배는 외모 심주의

경향과 여성의 성 상품화 상을 래하게 되었다.그러나 부의 확산으

509)조선일보,2010.1.6.“G20등 국제행사의 해...매 가 밥 먹여 다,‘10개의 키워

드’로 본 ‘2010년 라이 트 드’”

510)한겨 ,2006.1.10.“‘랜드 세계’체험하실 분!명동으로 오세요”

511)김난도,앞의 책,p.26.

512)한겨 ,2006.1.12.“살래(sale)?연 유혹하는 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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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품 소비가 화되고 소비와 소유를 주된 심사로 하는 소비지향

문화가 형성되며 개인의 취향이 요시되자,물신성의 비 의식이

약화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상품의 가치와 희소성의 소비라는 새

로운 시각이 등장하 고,자기만족과 자기 리라는 측면에서 물신성의

평가는 정 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처럼 1990년 이후 물신성은 사치

와 과소비,과시의 측면뿐 아니라,외모 심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문제 에 한 비 으로 나타나는데,사치와 과소비에 한 부정 평가

는 차 정 인 해석의 단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3.유행성

유행성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색 인 스타일이나,시각 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거부하고 시 이상미의 원리를 따르는 유행복식을

추구하는 태도이다.1990년 이후의 한국여성은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유행 스타일을 극 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다양한 패션

스타일에 하여 존 하고,개인의 취향에 따른 개성 인 표 에도 정

으로 반응(<그림 9>)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신문의 패션란에 당 의 유행 정보에 한 기사가

꾸 히 소개되고 있었으며,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하여 바람직한 옷차

림 연출에 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10>).

올가을 여성패션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다움의 강조...상의는 신체의 곡선

을 드러내는 경향이며 하의는 스커트를 풍성하게 하고 바지통을 넓히는 등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513)

공식 인 모임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유행에 뒤지지 않

으면서 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514)

마카롱 빛 스텔 색깔로 여성스러움을 한껏 뽐내고,소녀시 를 떠올리게

513)동아일보,1990.8.10.“가을거리 곡선미가 되살아난다”

514)동아일보,1998.1.17.“설 옷차림 화사하고 단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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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컬러 진으로 활기찬 에 지를 강조해보자.화려한 색깔 구두로 강렬함

을 드러내고,캔디컬러 가방으로 소녀같이 굴어도 보자.올 은 그야말로

‘컬러 워’가 세다.515)

패션 트 드에 한 정보는 여러 가지 채 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특

히 매체의 발달은 스타일에 많은 향을 미치며 여성 복식의 흐름을

주도하 다.TV나 신문,잡지,인터넷,휴 폰 등을 통해 하게 되는 다

양한 상업 이미지들과 패션 정보들은 미의식의 형성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다.특히 패션에서의 연 인,연 련 이벤트,방송의 요성은

차 커져서 ‘스타 패션 따라하기’라는 어휘가 일상 으로 통용되었으며,

특정 가수나 배우가 입는 옷은 ‘OOO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

다.516)517)이러한 스타들의 스타일링을 담당한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외의 패션 트 드와 스타일링 정보를 제안하기

도 한다.518)

한 해외 라치가 은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의 사진 정보가 웹

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519)인기 연 인들의 상황별 옷차림이

‘공항패션’,‘일상이 화보’라는 식의 내용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즉각 으로 반 되어 최근 한국 여성의 패

션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유학과 연수 등으로 해외 거주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한 서구 패션 문화의 확산,미국의 10 -20

은이들의 일상을 그린 화나 드라마에 출연하여 패션 아이콘이 된 연

인들의 패션 모방,패션 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패션 스타일의 모

방,최근 증하는 해외제품 구매 행 사이트의 증은 미국의 트 디

한 캐주얼 스타일을 국내에 유입시키며,이를 추종하는 것이 하나의 패

션 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520)정보화 시 에 발맞추어 패션에 한

515)동아일보,2012.2.24.“요란한 it컬러 쟁”

516) 기숙 외,앞의 책,p.311.

517)조선일보,2010.1.26.“뉴발란스_스타들도 찾아 신는 ‘그 랜드’”

518)동아일보,2006.1.20.“정윤기의 패션 리포트, -여름 패션 키워드 6가지”

519)최수아,앞의 책,p.155.

520)김찬주․노미경(2009),“아메리칸 트 디 캐주얼 스타일의 국내 확산과 모방

상-미국 연 인들의 스타일을 심으로-:,복식,59(2),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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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들이 증하고 있으며,그동안 여배우나 유명인사로 표되

어왔던 패션리더는 ‘패셔니스타(fashionista)’로서 뛰어난 패션 감각과 심

미안으로 의 유행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패션 블로거(fashion

blogger)나 패션 피 (fashionpeople)의 새로운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

보다 더 극 으로 패션 역에 참여하며 패션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

스키니(skinny)진의 열풍이 거세다.시에나 러,린지 로한 등 해외 패셔

니스타들의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달라붙는 스키니 진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스키니 진은 웬만큼 날씬한 몸매가 아니면 시도

하기 어려운 패션.하지만 짙은 컬러에 신축성 좋은 것으로 골라 다른 아이

템과 잘 매치하면 훨씬 날씬해 보인다.해외 패셔니스타들의 스타일을 통해

스키니 진을 멋지게 입는 법을 알아봤다.521)

다방면의 패션 채 을 통해 한국여성의 복식은 로벌 패션 트 드에

향을 받으며 세계의 다양하고 세련된 패션 감각을 목시켜가고 있다.

신문이나 tv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패션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은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세계 으로 유명한 패션잡지에 라노, 리,

뉴욕,도쿄 다음으로 서울의 패션이 매 시즌 소개되고,유명메이커와 디자

이 들이 ‘세계속의 패션’을 부르짖고 있다.88올림픽이후 달라진 한국 패션

의 높아진 상을 새삼 느끼곤 한다.522)

몇 년 만 해도 아시아의 유행은 일본이 선도했는데,지 은 한국이 가장

유행에 민감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인터넷 등의 활성화로 일본 유행이

몇 년 뒤 한국으로 퍼지는 ‘패션 시차'는 옛말이 습니다.특히 한국 소비

자들은 로벌 시장에서 떠오를 만한 제품을 골라내는 ‘'을 지니고 있습

니다...523)

아시아에서도 국·한국 고객의 지갑이 더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이

521)동아일보,2006.1.13.“허벅지에서 발목까지 달라붙는 스키니 진”

522)조선일보,1996.2.14.“패션과 소재업체”

523)조선일보,2010.2.1.“‘한국 고객들 에 들면...그 제품은 꼭 뜨더라’마크제이

콥스 베르트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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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는 “한국의 고객들은 유난히 유행에 민감할 뿐 아니라 취향이 단히

고 스럽다"며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 하면서도 통 가치를 잃지

않는 디자인을 내놓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524)

한편,여성복식의 유행 주기는 짧아지고 있으며 매 계 내에서

도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일이 생산되고 있다.여성들은 물질 풍요를

리게 되면서 심미 욕구가 증 하 고,부의 확산으로 여유소득을 통

해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쉽게 수용하게 되었다.새로운 스타일이 나타

날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잘 어울리기를 희망하여 새로운 스타일

을 열심히 받아들이며,아름다움에 한 이상을 채우려는 끊임없는 추구

때문에 신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다.525)

패션이나 유행은 컬러TV와 매체의 향으로 더욱 빠르게 바 고 있다.

우리 패션 감각이나 수 도 국제화가 이루어져,외국의 첨단패션정보가 바

로 들어오는 세상이다.옷에 한 수요도 고 화,개성화추세가 뚜렷하다.

제품의 수명과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닭털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새로

운 소재의 섬유가 속속 개발되고 하루가 다르게 모양 좋은 신제품이 쏟아

지고 있다.지난해 입었던 옷이 올해에는 어색할 정도다.526)

세계 경제의 로벌화와 디지털 명의 향으로 패션 시스템 내의 생산

기술의 발달,패션정보의 동시간 보 은 소비자의 상품차별화 욕구를

증 시키며 패션 트 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527)패스트 패션이

등장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이 공 되고 있으며,스마트폰

사용과 SNS문화의 확산으로 유행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리닝→스키니 진→ 깅스→ 어 스커트….유행은 속(光速)으로 지나

간다.그래서 ‘옷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이처럼 변덕스

524)조선일보,2010.6.14.“유행에 민감한 한국시장 매력 ”

525)ElizabethB.Hurlock,앞의 책,p.52.

526)조선일보,1994.6.12.“옷차림과 멋”

527)최선형 외(2005),『21세기 패션 마 』,서울:창지사,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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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유행을 쫓아가야 하면서도 지갑 사정은 빡빡한 요즘 은이들을 공략하

기 해 나온 것이 바로 ‘패스트 패션'이다.마치 햄버거를 굽듯,유행하는

옷을 시장에 바로바로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얼마 입다가 미련 없이 버린다

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물론 한 철 입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격

도 싸다......지난 4월 자라가 명동과 코엑스에 잇달아 매장을 열면서 한국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포에버21,내년 에는

H&M이 들어올 정이다.자라 매장의 경우 오 당일 하루 매출이 1억원

을 넘는 기염을 토했고,지 도 하루 매출 6000만원 를 유지하고 있다.528)

‘H&M'이나 ‘자라',‘유니클로'등 가 해외 유명 랜드들의 공세에 맞

서 국내 패션 랜드도 ‘한국형 SPA'를 표방하며 변신하고 있다. 우인터

내셔 의 여성 캐주얼 랜드 ‘르샵'의 경우 여러 스타일의 의류를 렴하

게 선보이며 매출이 80% 정도 늘었다...한국형 SPA 랜드 ‘코데즈컴바인'

을 생산하는 신PJ는 7년 만에 매출 규모가 10배나 늘었다.529)

인터넷 쇼핑 독이던 여자들이 이젠 휴 화 쇼핑에 꽂혔다.요즘 패션업

계는 신상품 홍보를 스마트폰 '어 (application·응용 로그램)'로 하기 때

문이다...“아이백에 속하면 모든 명품 랜드에서 내놓은 신제품 가방을

볼 수가 있거든요.어느 외국 백화 에서 얼마에 는지까지 정확히 나와

요...”‘아이슈즈(ishoes)'란 로그램도 마찬가지...명품 신상 구두를 모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데다,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가구회사

이 아(IKEA),스페인 의류업체 자라(Zara)등도 올해 신상품 정보가 담긴

카탈로그를 볼 수 있는 어 을 출시했다.530)

한 신문의 패션란에는 미 원리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옷

차림을 연출하기 한 스타일링 방법들이 지속 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림 11>).이상 인 체형을 고려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

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몸매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내기 해서는 상의는 짧게,하의는 길게

528)조선일보,2008.6.28.“막 사입고 막 벗는다”

529)조선일보,2010.12.21.“여성복,다시 뜬 토종 랜드”

530)조선일보,2010.2.19.“아이폰으로 아이 쇼핑!패션업계,스마트폰 제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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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것이 기본 코디법이다.그러나 시폰같이 가벼운 소재의 경우 ‘롱앤롱’,

즉 긴 상의 아래 긴 스커트나 바지를 입는 스타일도 잘 어울린다(<그림

11-b>).531)

패션 문가들은 몸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체의 결 을 잘 보완해

주는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남부럽지 않게 멋을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어

깨가 넓은 여성의 경우 홀터 네크라인 스타일은 더 넓어보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팔뚝이 굵은 여성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퍼 소매 스타일은 피하

도록 한다..(<그림 11-c>).532)

유행 스타일의 옷을 자신에게 잘 조화되도록 착용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

는 옷을 입은 사람에 한 평가는 베스트드 서,워스트드 서라는 용어

로 나타난다.

올해 스타들의 옷차림 에서 문가들이 뽑은 ‘워스트 패션'은 구일까....

“뛰어난 몸매를 과시하려 했지만 크게 실패한 차림”“옷이 제 로 몸에 맞

지 않고 무 컸다.기본조차 안 된 경우”라는 평을 들었다.533)

한편,개인의 취향이 요해지면서 기존의 세 와 차별화된 새로운 세

가 등장했고,패션 스타일은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기 이 되기도 했

다.534)틀을 거부하는 은 신세 인 ‘X세 ’,미혼처럼 살아가는 신세

주부를 지칭하는 ‘미시족’이 문화의 키워드로 부상하 다.이런 분

기에 힘입어 1990년 는 20 를 겨냥한 의류시장뿐만 아니라 미시 캐

주얼 시장이 본격 으로 부상하 고,기혼 성인여성을 한 차별화된

랜드가 홍수를 이루었다. 한 ‘N세 ’,‘1318세 ’라고 불리는 10 시장

이 패션계의 최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세 별 차별 마 이 본격화되

531)동아일보,1996.6.1.“시폰소재 긴 드 스 얇고 하늘하늘한 느낌 우아한 여성미

물씬”

532)한겨 ,1998.8.8.“노출의 계 체형보완 패션연출법 속상한 몸매에 ‘날개’달 옷

맵시”

533)조선일보,2012.12.21.“얼굴 쁜 그녀들 옷 따로,몸 따로?,올해의 ‘워스트

패션’스타는”

534)이재정․박신미,앞의 책,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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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다.535) 한 소비자의 옷 입는 취향이나 행동 양식에 따라

힙합에 심취해 뮤지션들의 의상을 모방하는 ‘힙합족’,개성 있는 스타일

창출을 해 고가의 상품을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오 지족’,해외 명품

을 선호하는 ‘명품족’등이 출 했으며536),소비자의 연령보다는 감성을

더욱 시하는 의류 마 도 극 으로 활용되었다.537)포스트모더니

즘 시 에는 하나의 유행에서 탈피해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패션경향을 보인다.538)함께 입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의복 아이템들이 상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내키는 로 착용되며,컬

러와 무늬,정장과 캐주얼 등 기존의 배합 원칙을 무시한 자유로운 옷

입기를 개성표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9-a>).539)극단 으로 짧거나 긴 길이의 스커트가 공존하며,로 웨이스

트(low waist)의 바지나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티셔츠,칼라 없는 카디

건,헐 한 남성복 타입의 재킷,커다란 보자기를 두른 것 같은 랩 스커

트 등 다양한 품목이 개성 표 의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다.540)여성복식

에 있어서 개성의 표 은 다원화로 인한 멀티 트 드의 공존과 더불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달의 속도가 빨

라짐에 따라 여성들은 패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 x세 여성들은 단지 유행하는 패션을 좇고 있는 것 같지 않다.패션

을 이용해 자신의 성격과 개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있다.거리를 지날

때는 멋지게 자기만의 독특한 패션을 연출하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

다.541)

옷은 유행을 선도하고 유행은 옷을 통해 실 된다.때문에 옷은 단순히 입

535) 기숙 외,앞의 책,p.310.

536)이재정․박신미,앞의 책,p.326.

537) 기숙 외,앞의 책,p.310.

538)동아일보,1992.5.27.“ 문화에 고든 ‘탈형식’-패션:유행 안따르는 격

미”

539)동아일보,1992.12.22.“ 은 층 ‘엉뚱한 옷차림’유행“

540)동아일보,1994.1.8.“올 -여름 의상 경향 ‘일하는 여성’이미지 부각”

541)조선일보,1996.6.10.“테차 페스탈로치,한국여성들 개성있는 메이크업,입술화

장 색조 다양...세련미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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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요즘은 실용성보다도 ‘멋과 즐김’이 시된다.

옷은 개성의 드러냄이고 개인이 창조하는 작은 문화인 셈이다.90년 들어

‘의상’이라는 말보다는 ‘패션’이라는 용어가 자주 귀에 들리는 것도 이와 무

치 않다.이런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맹 를 떨치면서 제기된 “네 멋

로 입어라”라는 강요에 가까운 요구에도 힘을 얻었다...542)

유행의 흐름이 정말 다양해졌어. 엔 드라마나 특정 의류 랜드 스타일

이 히트를 치면 길거리 옷차림이 모두 같았잖아.이제는 아니야.어떤 사

람은 1980년 풍,어떤 사람은 매니시룩,이런 식으로 개성이 생겼어.인터

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컬 션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장터

에서 가짜 옷이 바로 팔릴 정도야.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만큼 스타

일도 다양해졌지...인터넷 덕분에 지역에 상 없이 모두 패션에 민감해진 느

낌이야.‘압구정 스타일’이 압구정동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543)

다양한 복식 아이템들이 미 원리를 추구하는 심미성과 패션성을 반

하는 개성 표 의 수단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유니폼이나 교복,작업복,

복 등 기능성이나 상징성이 요시되어 왔던 복식들이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과거의 지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각기업체의 유니폼이 패션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유니폼이 기능성만을 강

조,단순한 실루엣에 단색계열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

양한 장식과 개성 인 디자인의 유니폼이 유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스포츠

복,호텔근무복 등 특수유니폼까지 역이 확 고,....544)

제일모직이 ‘아이비클럽’을 내놓으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라는

격 컨셉을 내세운 게 히트하면서부터다....‘교복도 패션’이라는 게 요즘

교복 고 흐름』이라고 말했다...545)

542)한겨 ,1996.12.20.“올해 패션 복고- 실풍의 충돌”

543)동아일보,2006.12.30.“2006년을 수놓은 패션...깅스-스키니진-블랙&화이트

드 스”

544)동아일보,1990.1.13.“기업체 유니폼 멋내기 경쟁”

545)조선일보,1998.2.16.“다리 길어 보인다...,디자이 가 만들었다,실용성보다

‘멋’강조,값비싸 학부모 시름,IMF비웃는 CF교복 고 패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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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웨어에도 심미성과 패션성이 반 되어 개인의 패

션감각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복 아이템들이 제시되고

있다.스키나 보드,골 ,테니스,등산,요가,조깅,캠핑 등의 활동 시

기본 인 기능 특성에 장식 디테일을 가미하여 패션 트 드가 반

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546)547)548).

최근 몇 년 째 패션업계 반에 불고 있는 ‘슬림핏’(몸에 딱 붙는 스타일)

열풍이 스키·보드복에도 이어지고 있다.스키복은 물론이고,과거엔 헐 한

스타일이 세 던 보드복도 한층 슬림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특

히 여성용 스키복은 슬림함을 강조하는 배색과 개 디자인,사선 커 등

을 사용해 허리는 잘록해 보이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 인

기다.549)

이밖에도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착용되어온 청바지나 방한용으로 착용

되었던 패딩 퍼에서도 섬유와 소재의 발달로 심미 특성을 살린 패션

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선보이고 있는 패딩제품들은 기존의 패딩류와는 달리 솜을 많이 넣지

않고 가볍게 벼 세련된 멋을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빨강,회색

등 색상도 다양해 웃옷 색깔과 맞추어 착용할 수 있다.550)

추 를 이기기 해 입었던 패딩 퍼...그러던 패딩 퍼가 패션 아이템으

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올겨울 패딩 퍼는 ‘Slim(날씬한 디자인)’,‘Short

(짧아진 길이)’,‘Splendid(색의 화려함)’등 ‘3S’가 특징”이라고 말했다...슬림

한 라인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소재의 변화다.오리털로 표 던 ‘다운’

패딩 퍼 신 최근에는 압축 패딩이나 극세사 섬유인 ‘웰론’등 신소재를

사용하고 있다.‘퀼 (바느질 빔)’무늬도 다양해졌다...슬림을 강조한 세

546)조선일보,2010.12.15.“스키장 패션_ 밭에 ‘꽃’이 피었습니다”

547)동아일보,2012.12.28.“ 밭서 빛나는 꽃”

548)조선일보,2012.12.7.“볼륨 여 날렵하게...그래픽 무늬로 화사하게,스키장 패

션”

549)한겨 ,2012.12.13.“‘슬림한’스키․보드복... 에 길 가네”

550)조선일보,1998.12.3.“패딩제품 ‘토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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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퀼 이나 허리 부분에 아 벨트가 있는 ‘벨티드 패딩’은 여성들에게 인

기가 높다...과거 패딩 퍼가 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 했던 반면 최근

에는 색,은색,핑크 등 튀는 색은 물론이고 비닐을 덧 워 택을 낸 화

려한 패딩이 인기다.551)

이와 같이 1990년 이후의 유행성은 이 시기와 마찬가지로 유행을

따르는 복식과 미 원리에 부합되는 복식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 인 태

도로 평가하고 있다.유행의 동조 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

을 시하며 강한 집단의식을 보이는 민족 성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해외 패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달되고,다양한 패션 커뮤니 이션

채 이 형성되면서 유행의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다원화 상의 하나로

서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에 유행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성 인 스타

일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복식 태도로 여겨지고 있다.유행은 패션

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으며,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기를 주는 정

신 동기가 되고 있다.

4.산업윤리성

산업윤리성은 패션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 의식에 련

된 태도로 기업윤리와 소비윤리의 측면에서 논의된다.1990년 이후 복식

의 산업윤리성 논의는 환경보호운동과 에 지 약에서 시작된다.사회

반에 환경보호의 움직임이 확 되면서 패션에서도 친환경,자연친화

삶,자연주의 등의 개념이 용되었고 기업의 사회 공헌 문화가 정착

되기 시작했다.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인 과정을

지향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와 련된 패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12-k,12-l>).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패션업계에선 ‘에코 백(EchoBag)’바람이 불고 있다. 국 디자이 애냐

551)동아일보,2008.1.18.“굿바이,미쉐린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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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드마치가 친환경을 강조하며 합성수지 신 천으로 만든 백에 ‘나는 라

스틱백이 아니랍니다’라고 써 넣은 데서 유래했다.552)

오가닉 코튼(유기농 면)으로 만든 청바지 시 를 지나 이제 ‘오가닉 염색'

청바지 시 가 오고 있다.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기농 면 소비는

이미 크게 늘었다......이젠 효소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한 염색이 떠오르고 있

다......국내 랜드인 ‘드 스 투 킬'은 치즈,커피,곰팡이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 인 방법을 통한 워싱기법을 연구하고 있다...이젠 멋뿐만 아니라 환경

과 건강도 챙기는 시 다(<그림 12-g>).553)

에 지 약 차원으로 여름철에 공서의 에어컨 사용이 지됨에 따

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해 좀 더 시원하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근무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554)555).지속 인 경기 불황과 고유가로 인해 여름

에는 쿨비즈(Coolbiz)패션556)이,겨울에는 웜비즈(Warmbiz)패션이 각

을 받고 있다.여름에 의복을 시원하게 입고,겨울에는 겹쳐 입기나 따뜻

한 소재를 활용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에 지를 약하고 환경을 보호

하는 데 기여하는 의생활이 쿨비즈,웜비즈를 실천하는 태도이다.557)직

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여름철의 ‘쿨 맵시’(<그림

12-d>)와 겨울철 ‘내복 입기’캠페인이 확 되었다(<그림 12-c>)558)559).

시원한 옷차림을 한 시민 모델들이 11일 오 서울 구 림동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에 지 약 시민참여 쿨맵시 열린패션쇼’에서

옷맵시를 뽐내고 있다.560)

1997년 외환 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의 요구,국내 기업들의 자성,

552)동아일보,2008.8.13.“녹색,이젠 입고 바르고 쓰세요”

553)조선일보,2008.8.13.“요즘 멋쟁이는 곰팡이 청바지를 입는다”

554)한겨 ,2010.1.14.“열내는 내복부터 깔창까지...‘빙하기 건 는 법’”

555)동아일보,2012.6.22.“인천/부천 부평구 ‘시원~하게 일합시다’”

556)동아일보,2006.6.9.“넥타이 풀면 체감온도 2도 내려간다”

557)백 자 외,앞의 책,pp.380-381.

558)조선일보,2000.12.26.“내복도 기능․패션 골라 입으세요”

559)한겨 ,2008.12.19.“내복 입고 에 지 아껴요”

560)한겨 ,2012.7.11.“쿨맵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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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으로의 사회 환경 변화는 기업의 본격 인 윤리

경 을 도입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561)최근에는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 책임과 같은 기업 윤리의 개념이 두되면서 로벌 패션

기업을 선두로 한 사회 공헌 활동562),패션업계의 노동환경 개선563)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564).

로벌 패션기업 행텐홀딩스에 소속된 행텐코리아는 올 들어 ‘Kissthe

Earth’를 새긴 캠페인 티셔츠를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키스하고

싶을 만큼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뜻을 담았는데, 매 수익 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할 정이다.행텐코리아가 운 하는 다른 랜드 ‘에이

치앤티’(H&T)는 버려진 애완동물들을 후원하자는 ‘킵 펫(KeepPet)’캠페

인 티셔츠를 내놓았다.역시 매 액의 1%를 련 단체 후원 으로 낼

정이다.제일모직이 디자이 정구호씨의 이름을 따서 선보인 ‘구호’ 랜드

는 6년째 티셔츠를 통해 소득층 어린이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캠페

인을 펼치고 있다.해마다 패션업계와 연 계 명사들이 티셔츠 디자인과 모

델로 참여하고, 매액 부를 수술비로 기부한다(<그림 12-e>).565)

효성그룹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해 활발한 사

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사회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터치포굿'(재활용 소재를 패션으로 승화),'에코팜므'(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등에 월 1회 맞춤형 컨설 을 정기 으로 제공하고 있

다.566)

한 소비자들도 합리 이고 환경친화 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소

비윤리에 하여 인식하게 되었고,헌 옷 수선(<그림 12-b>),재활용․

재사용(<그림 12-f>),친환경소비567)의 문화가 확산되었다.윤리 소비

시 가 도래하여 웰빙과 같은 건강과 안 을 추구하는 개인 차원의 가치

561)이유리 외,앞의 책,p.22.

562)동아일보,2012.2.9.“콧 높은 명품업체들,국내 사회공헌 잰걸음”

563)한겨 ,2012.2.1.“임원 피하려고,,,‘자율좌석제’출근이 빨라져요”

564)한겨 ,2008.8.31.“사랑 실은 공정무역 패션쇼”

565)한겨 ,2010.8.6.“말을 거는 티셔츠 시장서도 통했다”

566)조선일보,2012.12.21.“기부보다 사회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효성그룹”

567)조선일보,2012.6.27.“푹푹 다 코코넛 신발, 나무 조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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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를 뛰어넘어,지속 가능한 삶에 한 가치와 사회 발 까지 고려하

는 윤리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568) 한 기부를 통한

고품을 매하여 수익 을 소득층에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의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가게(<그림 12-j>)569)570)나 재활용품을 선순

환 시키는 녹색가게571)와 같이 소비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기 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신세계 본 은 최근 3년 이상 된 옷가지를 수선해달라는 주문이 하루

20～30건씩 들어오고 있다. 같으면 하루에 1건도 드물었던 일이다....

이곳 계자는 “상표 이미지에 의존하던 소비행태가 제품의 질을 따지는

합리 소비로 옮아가고 있는 단서”라고 풀이했다......문가들은 체로 이

런 변화의 흐름이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버리고 건 한 생활방식과 가치

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불황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에

해 철학 으로 반성하고,이를 거름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나간다는 것

이다.572)

60년 된 한복 속치마로 만든 티용 ,낡은 실크양장을 이용한 생활한복,

주방커튼으로 만든 어린이 드 스 등….이들이 입고 나온 옷은 모두 ‘재활

용·재이용’의상들이었다......‘녹색서울시민 원회’주최로 열린 이날 패션쇼

에는 3000여명이 참석해 자기네 구(區)‘모델’들을 응원하기도 했다.573)

패스트 패션의 등장으로 유행주기가 짧아지면서 의류제품의 소비와 소유

가 늘게 된 것은 의류 폐기물도 증가시켰다.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

로 친환경 소재의 의류를 구매하여 여러 번 수선해 오래도록 착용하고,

입지 않는 옷은 필요한 지역에 나눠주는 슬로 패션(Slow fashion)캠페

인(<그림 12-h>)574)이나 안 입는 옷을 해체한 뒤 그 옷만의 독특한 디

568)이유리 외,앞의 책,p.29.

569)한겨 ,2006.8.17.“압구정동에도 ‘아름다운　가게’＂

570)한겨 ,2010.7.6.“천사는 ‘착한 패션’을 입는다”

571)한겨 ,2008.12.1.“나 니 더 따스해”

572)한겨 ,1998.1.7.“거품 걷히니 ‘실속의 속살’빠끔히”

573)조선일보,2002.2.7.“알뜰 90여명 ‘재활용 패션쇼’”

574)조선일보,2010.1.15.“열 벌 사서 한달 입는 여자 한 벌 사서 십년 입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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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단추·지퍼·패턴 등)을 100%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upcycle)'(<그림 12-i>)575)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윤리

패션 소비에 한 다양한 정보가 기사화되고 있으며,사람들의 소비윤리

에 한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1990년 에는 리사이클링의 개념이 등장했다.리사이클링 패션은 과장되지

않은 심 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폐품에서 수집한 다양한 천을 모아 만든

패치워크 의상 는 폐품을 활용한 그런지룩(grungelook·지 분하고 남루

한 패션)이나 썩는 비닐을 이용한 일회용 의복 등으로 나타났다.2000년

들어서는 지속 가능한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말 그 로 ‘에코 들리

(eco-friendly·친환경 )소재를 쓰고 공정을 거친 후에 윤리 이고 자비로

운 소비를 강조한다.한 벌의 원피스가 있다고 치면 페트병을 가공한 재생

섬유에 다림질이 필요 없게 구김 방지 공정을 거쳐서 다리미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고,친환경 염색 공정을 거쳐 세탁할 때의 폐수

오염도를 인다. 공정무역을 통한 면을 사용할 경우는 개발국가의 노

동자들에게 정당한 임 을 받게 하거나 의류 매의 수익 일부가 환경보

호단체로 기부돼 윤리 이고 자비로운 실천을 하게 한다.576)

한 방한의 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가죽과 모피 소재가 패션 리더들

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는데,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잔인한

행태가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은 동물학 의 반 와 개체의 멸종 기의

극복에 심을 갖게 되었다.동물보호단체가 결성되며 모피착용 반 와

같은 동물보호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그림 12-m>).

지난해 5월 새빛둥둥섬 임시 개장과 함께 이탈리아 명품 의류업체 펜디사

가 모피패션쇼를 연다고 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시 를 벌 다.서울시는

결국 정 로 지난해 6월 패션쇼를 열었고,행사 당일 시 가 몰려 붉은

물감이 묻은 모피를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소동이 일었다.577)

575)조선일보,2012.6.7.“한두 번 입다 버려둔 옷 한땀 한땀 바느질로 변신”

576)동아일보,2012.1.6.“간호섭 교수의 패션 에세이 (18)입고 싶은 패션이 윤리

이다”

577)조선일보,2012.6.14.“모피패션쇼․편법 논란...공사 내내 잡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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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패션산업의 디자인 복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디자인

복제는 모조품을 제조하는 것과 오리지 디자인과 비슷한 상품을 훨씬

렴하게 생산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해외 컬 션의 유명

디자이 제품이 국내에서 비슷한 스타일로 모방되어 유통되고(<그림

13-a>),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수입 랜드 제품이 ‘짝퉁’상품으로

조되어 렴한 가격에 난무하고 있으며(<그림 13-d>)578),인터넷 쇼핑

몰에서는 유명 랜드 네임을 딴 ‘OOO st.(style)’이라는 이름으로 복제

된 제품이 마구 팔려 나가고 있다.

잖으면서도 세련된 색상과 스타일로 소문난 여성복 a 랜드.그러나 a

제품이 부분 이탈리아 디자이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옷을 그 로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안다.신제품을 사들여 분해

하고 비슷한 원단을 확보해 만든 옷이 재킷 하나에 40만∼50만원씩 한다.

백화 매출액이 항상 상 권인 디자이 랜드 b.신상품이 막 나올 때면

디자이 와 재단사,소재담당자 3명이 백화 을 순례한다.잘 팔릴만한 알

짜배기 옷만 골라 각자 맡은 부분을 베껴와 옷을 만든다.“백화 에 옷이

나오면 2,3일안에 같은 옷이 남 문시장에 나오고,일주일이면 국에 쫙

깔린다”는 얘기도 흔히들 한다.남 문시장 어느 상인은 지난 겨울 백화

서 잘 나가는 블라우스를 재빨리 베껴 5억원어치를 팔았다 한다.패션 디자

인에서 창의력과 자기만의 독특한 분 기는 생명이다.그러나 우리 업계에

는 무차별한 남의 옷 베끼기가 횡행한다.‘시장조사’를 한다며 외국에 나가

옷을 복사해오는 노력이라도 하면 양반에 속한다.외국 랜드를 베낀 국내

랜드를 다른 업체가 베끼고,잘 나간다 싶은 국내 디자이 작품을 모방

하는 아류들이 끝없이 생겨난다.백화 이건 시장이건 “그 옷이 그 옷”이라

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색상과 소재는 같이,값은 조 싸게.’베끼기로

재미를 보는 업체들이 쓰는 수법이다.해외패션시장에서 한국 디자이 들은

경계 상 1호라 한다.최소한의 상도덕마 마비된 풍토 속에서 양심 이고

능력있는 디자이 들과 한국패션산업의 장래만 멍든다.579)

다양한 사회 규제와 차를 통해 불법 복제품의 유통을 근 하려고 하

지만,윤리의식이 낮은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578)동아일보,2012.12.13.“길거리 루이뷔통 왜 많나 했더니...짝퉁 발 최다”

579)조선일보,1996.6.6.“그 옷이 그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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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13-c>).

국산· 국산 부품으로 국내에서 만든 시계를 유럽의 왕족들만 차는 명품

시계라고 속여 강남의 부유층과 유명 연 인들에게 최고 9750만원까지 받

고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씨는 이 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 지난 6월1일 강남의 한 바에서 부유층과 유명 연 인들을 청해 제품

발표회까지 열었다.이씨는 이날 참석한 연 인에게 이 시계를 착용하게 한

뒤 사진으로 어 텔 비 ,패션잡지,인터넷 등에 싣는 방법으로 이 가짜

랜드를 고했다.경찰은 강남의 부유층과 유명 연 인들이 주요 고객이

었으나,이들도 피해자여서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580)

신상품을 사이즈와 색상별로 여러 벌 구입하여 분해한 뒤 복제하고 다시

환불하는 ‘카피(copy)신상녀’가 등장하 고,이들은 동 문 의류상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20～30 를 타겟으로 하여 복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581)명품을 선호하는 소비심리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 유

통 경로를 통해 복제품을 거래하는 범죄행 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나

타나고 있다.

이들이 ‘김태희 가방’,‘송혜교 가방’으로 이름 붙인 샤넬 가방 정품은 시

에서 500만 원 이상에 매되지만 이들이 매한 짝퉁 가방은 20만 원 정

도 다...이 일당은 짝퉁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까지 버젓이 만들어 유통업

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짝퉁 제품을 주로 외국인 객

이나 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과 남 문시장의 도소매업자에게

매했으며 일부는 보험설계사들이 사들여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림 13-b>).582)

심지어 최근에는 이러한 짝퉁 소비를 패러디하는 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패션 랜드에서도 페이크 패션(fakefashion)이 등장하

여 짝퉁 소비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 음을 실감할 수

580)한겨 ,2006.8.8.“유럽왕실 명품시계?‘알고보니 8만원짜리’”

581)동아일보,2008.7.11.“신상품 사서 베낀 후 환불...백화 ‘카피 신상녀’골치”

582)동아일보,2012.6.22.“당신이 들고 있는 ‘김태희 가방’도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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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올해 백화 박 상품은 ‘짝퉁’이다?신세계백화 은 이 회사 110명 상품

본부 바이어들이 올 인기 제품을 분석해 뽑은 ‘신세계 2012쇼핑 트 드’를

25일 발표했다.패션계에선 해외 유명 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패러디한

짝퉁 제품들이 인기몰이를 했다.몰래 베낀 복제품이 아닌 원본을 존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수정해 만든 ‘페이크 패션’제품들이다.명품 핸드백의

모양을 린트한 천 소재로 만든 백 등이 이런 사례다.583)

한편,2000년 후반부터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한 법과 규제가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자상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

다.제품후기를 조작하거나,반품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584),소

비자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이슈가 되면서 련 법규가 차 개선되고 있

다.

특히 일부 오 마켓의 경우 유율·매출액 확 를 해 매상들에게 쿠폰

제 실시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거래 계상

약자 치에 놓여 있는 매상들은 퇴출을 결심하거나,울며 겨자 먹기 식

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매상들은 인터

넷 상 좋은 자리에 자신들의 상품을 진열( 고)하기 해 오 마켓 MD(상

품 기획자)들에게 뒷돈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고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도 세 매상들은 자본력을 갖춘 우량 업자들에 비해 로비 경쟁

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정씨는 “ 고 배 는 워낙 단가가 높아 최 한

좋은 자리에 상품명을 걸기 해,돈을 얹어주는 일이 흔하다”며 “도 히

수지를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이 게 폐업한

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585)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가운데 거래액 규모

가 가장 크고 소비자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특히 다른 상품

에 견줘 디자인,색상,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 단요소가 많

583)한겨 ,2012.12.25.“올 백화 박상품은 짝퉁?”

584)한겨 ,2006.1.18.“한밤 ‘클릭’의 유혹 알짜 패션 사이트”

585)한겨 ,2006.12.28.“온라인 쇼핑몰 ‘량 쿠폰공세’ 매업자까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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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 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따라서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한 법률에서는 상품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86)

이와 같이 1990년 이후의 산업윤리성에 한 태도는 기업윤리와 소

비윤리에 한 인식의 확산으로 패션산업의 윤리성 회복을 한 더욱

극 인 움직임과 다양한 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환경보호의 움직임에

서 시작하여 친환경,자연주의,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 책임과 같은

개념이 패션에도 용되었고 여성소비자들은 헌 옷 수선,재활용․재사

용 등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 동물학 ,디자인 복제,

인터넷 상거래에 한 비윤리 행 가 문제시되면서 다양한 사회 규

제와 차를 통해 산업윤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기능성

복식도덕성을 이루는 범주들 기능성은 복식을 착용했을 때 건강에

해롭지 않고 생 이며,신체 활동 시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로움

과 쾌 감을 주며,실용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과 련이 있다.

기능성은 가장 먼 복식과 물리 환경의 계에서 가장 기본 으로

추구된다.기능성은 여름의 폭염이나 높은 습도와 장마,겨울의 추 로부

터 신체의 건강과 쾌 함을 유지하기 하여 변함없이 추구되는 가장 보

편 인 특성을 보인다.최근에는 섬유 기술의 발달로 발열,방수,흡습,

속건 등과 같은 기능성 소재가 개발되어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오는 날 옷차림은 밝고 심 하게 연출하는 것이 코디의 기본 상식.가

짧은 바지에 밝은 색상의 상의가 어울린다.....장마철에는 기온이 떨어지

기 쉽기 때문에 니트 카디건이나 비닐 코 처리된 퍼 등 방수성이 있는

겉옷을 걸치는 것도 좋다.빗물이나 흙탕물에 더럽 지기 쉬운 하의는 다소

짙은 색을 골라야 한다...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는 바람이 잘 통하고

586)한겨 ,2008.6.16.“인터넷 옷 쇼핑몰 집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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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장 이 있으며,마와 아크릴을 섞은 옷은 까슬까

슬한 느낌이라 축축한 날씨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반면 비에 젖으면 후

근해지는 마,실크 소재는 피하는 게 좋다.587)

치마를 입는 여성들에게는 두툼한 겨울용 타이츠가 필수품이다.겨울용 타

이츠는 가을용 팬티스타킹보다 원단이 서 배 두꺼워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 다.타이츠도 촘촘한 짜임으로 열을 가둬두는 발열 소재 제품이 있는

데,일반 타이츠보다 0.5〜0.6도가량 체온을 높여 다.588)

앞의 기사에서처럼 장마철에 선호되는 미니스커트와 핫팬츠,타이트한

셔츠의 경우,평상시에는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부분 비

의 상이 되는 이 특성을 지닌다.종아리와 허벅지를 노출시키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는 체온을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쫄티 같은 타이트한 셔츠나 스키니진, 깅스,코르셋

과 같은 복식은 신체를 꽉 조여서 활동을 불편하게 하고, 액순환에 장

애를 일으킨다는 에서 비 을 받는다.하이힐이나 타이트한 롱부츠를

착용하는 것 역시 기능성 추구에 반 된다.이러한 복식은 여성의 심미

욕구 충족을 하여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으나,건강에 한 심의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589).

하이힐처럼 좁고,높은 구두가 유행하면서 엄지발가락이 휘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무지외반증’환자가 증하고 있다.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2004년부터 5년 동안 무지외반증 환자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무지외반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이힐을 착용

하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발 건강에 한 사람들의 심이 커지

면서 일 병을 발견하는 것도 환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무지외반

증은 여성들에게 많아 ‘하이힐병’으로도 불린다.근래 10cm 이상의 ‘킬힐’이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성

들에게 신발은 패션의 마무리이자 자존심이라고 하지만 발 건강에 도움을

587)조선일보,2000.6.29.“장마철 패션”

588)한겨 ,2010.1.14.“열내는 내복부터 깔창까지...‘빙하기 건 는 법’”

589)조선일보,2008.6.26.“‘섹스 앤 더 시티’의 4인방의 구두,살아나는 스타일,죽

어나는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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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신발을 고르는 게 좋다“..(<그림 14-a>).590)

“여름철은 습하고 탁한 열기인 습열(濕熱)이 많이 발생해 세균이 증식하기

에 합한 환경”이라면서 “이럴 때 꽉 끼는 보정속옷이나 바지를 자주 입

으면 땀이 나도 통풍이 되지 않아 세균 번식이 활성화돼 염증이 쉽게 유발

된다”고 설명했다...여름철 유독 생리통이 심해졌다거나 생리불순이 생겼다

면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자주 입지 않았는지 검해야 한다......여

성의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연결된 이 지

나간다.이 부 가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과한 냉방으로 차가워지면 생리통

과 생리불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림 14-c>).591)

타이트한 스키니진과 미니스커트,아찔한 굽 높이의 킬힐 부츠와 보온성 높

은 스웨터는 올 겨울 패션 완성의 필수품.하지만 이런 필수품도 ‘미(美)’를

유지하는 신 평생 지켜야 할 ‘건강’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문가들의 견해다...스키니진, 액순환 장애 발생 우려...미니스커트,배란장

애,생리불순 생길 수도...킬힐부츠,하지정맥류의 원인으로 작용...(<그림

14-d>).592)

하이힐은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성 인 매력을 표출하게 해주는

미 효과를 연출하기 때문에 여 히 착용되고 있으며,최근에는 킬힐이

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등장한 10cm 이상의 하이힐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하이힐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 발 건강을 유지하기 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다.

1.하이힐을 신은 날은 발가락을 최 로 벌린 상태에서 6 동안 힘을 주는

운동을 10회 이상 할 것.일종의 발가락 기지개.2.발가락으로 수건으로 집

어 올리거나 책장을 넘기는 운동을 생활화 할 것.소 발가락 근육 웨이트

트 이닝...593)

590)동아일보,2010.6.9.“하이힐 즐겨 신는 당신...흰 종이와 각도기 비!”

591)동아일보,2010.8.9.“여름에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

592)동아일보,2012.2.8.“멋지죠!그런데 건강은?”

593)조선일보,2008.6.26.“‘섹스 앤 더 시티’의 4인방의 구두,살아나는 스타일,죽

어나는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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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패션의 하나로 문신이나 피어싱이 유행하면서 감염이나 부작용

의 문제 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피어싱 사이트를 통해 한 피어싱족(族)은 “ 를 뚫은 뒤 계속 피가

나고 뚫은 자리가 덧나 먼 선배말 로 약을 사 먹었지만 낫지 않아 걱정

이다”고 하소연했다. 문의들은 “해부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멸균 소독

되지 않은 기구로 피어싱을 하고 있어 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

지만 환자들이 아 도 병원에 오지 않고, 부분 자가(自家)치료를 하고

있어 문제다”고 지 한다.594)

2000년 반에는 편안함과 기능성이 트 드가 될 것을 상하여,여성

구두에서도 하이힐보다는 낮은 간 굽의 편한 신발이 유행하기도 하

다.

조이 기획실장 황경화씨는 앞으로는 편안함이 더욱 요시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이 세 보다 키가 커진 은이들은 하이힐로 키를 커버할 필요가

없어서, 주부들은 편한 신발을 좋아해서 5∼6㎝의 간높이 굽을 많이

찾는다.특히 오래 신어도 발에 부담주지 않는 구두가 필요한 직장여성에게

는 간굽에 페라가모풍의 화려하면서도 편한 제품이 인기다.”595)

최근에는 건강을 해 하이힐 신 운동화나 랫 슈즈를 착용하고,비

나 이 오는 날에 장화를 신는 것이 다양한 유행 상의 하나로 나타나

기도 하 다.

인부츠는 이제 비 오는 여름에만 신는 계 아이템에서 사계 언제든

신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인부츠 안에 넣어 신을 수

있는 워머나 니 삭스도 인부츠의 보온성과 투습성 등을 높여 다(<그림

15-h>).596)

594)조선일보,2002.6.26.“입술· ·코· 썹·배꼽 등 뚫고 장신구 다는 ‘피어싱’곪고

붓고…부작용 자가치료는 험”

595)동아일보,2000.2.2.“어떤 구두 유행할까...처녀는 화려함을 신는다”

596)한겨 ,2010.2.24.“ 비가 내리면 장화를 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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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해 하이힐 신 운동화를 선택하는 운도녀(운동화 신고 출근하는

도시 여자)가 부쩍 늘었다.반으로 어 휴 하기 편하게 만든 랫슈즈도

인기다.사무실에서 하이힐로 갈아 신은 뒤 출근길 사용한 랫슈즈는 가방

에 넣어 정리하는 것.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도녀(장화 신고 출근하는 도시

여자)까지 등장하고 있다.597)

한 정장이나 스커트 차림에는 구두를 신는 것이 형 인 스타일 법칙

이었으나,스포티즘의 향과 실용 인 스타일의 연출로서 새로운 착장

이 시도되어 유행을 이끌기도 하 으며(<그림 15-e>),캐주얼과 스포츠

를 목시킨 캐포츠(Caports)룩(<그림 10-f>)이 등장하기도 하 다.

‘허리에 밴드가 달려 있고 이 쳐져 있는 바지,트 이닝복 스타일의

퍼,면 소재의 힙합바지,운동화 모양의 샌들….’주5일제 도입에다 월드컵

붐으로 인해 캐포츠 상품이 뜨고 있다...캐주얼 랜드들이 기존의 디자인

에 실용성을 폭 강화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스포츠웨어와 구분이 모

호해지는 추세다.여기에 일부 스포츠웨어 제품들도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

을 주면서 캐주얼과 스포츠의 간 지 에서 새로운 상품군이 새로 생겨나

고 있다.598)

스니커즈(sneakers)를 청바지 차림의 학생들만 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패션 감각을 의심받기 쉽다. 떨어지는 라인의 정장에도,하늘하늘한 원

피스에도 때가 꼬질꼬질한 스니커즈를 매치하는 게 요즘 패션 피 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에는 스포츠 룩 바람을 타고 스니커즈 패션이 더욱

인기를 끌 망(<그림 15-g>).599)

한편,기능성은 사회 배경과 흐름에도 향을 받아 경제 불황의 시

기에는 소비 윤리가 요시되며 경제 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복식행동

이 이루어진다.1990년 후반의 융 기로 합리성과 실용성을 요시

하는 트 드가 나타났으며,이는 여성복식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실용

이고 편안한 스타일의 유행에 향을 미쳤다.2008년 이후에는 미국발

597)동아일보,2012.7.6.“빗속의 장화 신은 여인”

598)조선일보,2002.6.12.“캐주얼이야?운동복이야”

599)동아일보,2006.2.17.“바지정장에...원피스에...‘나,스니커즈 신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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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기와 유럽 재정 기의 여 로 국내 의류시장에서도 실용상품의 소

비가 증가했다.

양 에 큼지막한 아웃포켓이 달려있는 옷들이 인기 상종가.스포티한 느낌

을 주면서도 함이 돋보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포켓은 부분 볼륨감

을 살리도록 만들어져 휴 화,지갑,소형카세트 등을 부담없이 넣기에

알맞다(<그림 15-a>).600)

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도 실용

인 디자인의 스포츠 룩이 유행하며 여성복식의 기능성이 강조되었다.

2004아테네 올림픽 개막을 10여일 앞두고 국내 패션에도 올림픽 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붉은 티셔츠 물결이 거리를 메

웠다면,이번 올림픽에는 어떤 패션이 우리를 사로잡을까?업체들은 올해

패션 트 드인 ‘스포츠 룩’에 맞는 실용 인 디자인 주로 올림픽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0-g>).601)

올림픽이 열리는 해답게 디자인과 소재에 ‘스포츠 룩’을 강조한 제품들도

에 띈다.‘토미힐피거’는 어깨의 진동선 라인을 깊게 여자 수 선수들

의 선수복 같은 느낌을 주는 원피스형 수 복을 선보 다.스 덱스 랜드

‘효성 크 오라’는 올 수 복 트 드를 ‘기능성’으로 규정하고 체형 보정,자

외선 차단,염소(鹽素)에 한 항력 등 기능성을 높인 수 복이 인기를

끌 망이라고 했다.602)

한 섬유 가공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소재가 개발603)(<그림

15-b>)604)되면서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쾌 감을 도모하게 되었다.최근

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쾌 한 의생활을 하기 해 의복의 기능성에 한 심이 더

600)동아일보,1998.7.9.“바지-스커트에 큼지막한 ‘왕포켓’ 함이 ‘주 주 ’”

601)조선일보,2004.8.3.“올림픽보다 뜨거운 ‘올림픽 패션’경쟁”

602)동아일보,2012.7.12.“더 화려하고 과감하게...바캉스 패션 종결자”

603)동아일보,1991.7.26.“첨단 투습방수원단 개발 코오롱”

604)조선일보,1998.7.10.“첨단 소재 ‘라이크라’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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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높아지고 있으며,쾌 성과 보호성은 많은 세련된 패션에 반 되고

있다.605)

혹한이 지속되면서 은층 사이에서 스럽다고 무시했던 내복,무스탕,

비옷,털신,귀마개,손토시,발토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유통업계에서는

방한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신세계백화 은 강추 가 찾아온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2일까지 모피옷 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다

고 밝혔다.‘쫄바지’라고도 하는 타이츠도 매량이 두배 늘었고,내복도

50%쯤 늘었다......특히 투박하게 생긴 ‘어그부츠’라는 양털부츠가 여성들 사

이에서 유행이다......지마켓 패션실 계자는 “그동안 디자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방한용품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쁘게 만들어지면서 다시 인

기를 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06)

특히 주 5일제 근무로 여가활동의 증가하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깅,요가,헬스,테니스,골 ,스키 등의

운동 외에도 등산,낚시,산악자 거,캠핑(<그림 15-i>)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의류제품들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개발되었으

며 방서,방한뿐 아니라 방수,방취,방오,발수,속건,발열 등의 첨단 기

능을 가진 소재607)를 사용하거나,다목 기능을 탑재한 기능성 의류제

품이 경쟁 으로 출시되고 있다.고기능성 아웃도어웨어의 등장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쾌 감을 유지하며 자유롭고 편리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 다(<그림 15-k)>.

발열 소재인 서모기어는 극세사 구조로 일반 섬유보다 촘촘하게 짜여,열

을 가둬두는 데 큰 효과를 낸다. 엑스 원단은 땀과 함께 달아나는 열을

붙잡아두는 성질로 발열 효과를 낸다.남 ‘비비안’은 이런 발열 소재 내의

세트를 남녀 각 8만9000～14만원에 내놓고 있다.아웃도어 패션 업체 ‘이

2’는 천연 소재의 강 을 내세운 메리노울 겨울내의를 선보 다.천연 항균

605)SusanM.Watkins,최혜선 역(1998),『의복과 환경』,서울:이화여자 학교

출 부,p.13.

606)한겨 ,2010.1.14.“춥지만 않다면 ‘티나도 괜찮아’”

607)조선일보,2010.12.22.“기습 한 걱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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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보온력이 뛰어나 겨울 산행·스키 등 포츠,일상생활 등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다.608)

아웃도어 업계를 심으로 한 패션 랜드들은 첨단 기능성 신소재를 활용

해 열과 땀을 잡고,쿨링 효과를 극 화하면서 스타일도 강조한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아이더의 ‘네비스 라운드 티셔츠’는 도심의 일상생활에

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시티 아웃도어룩으로,자체 개발한 혼용 소재

를 사용해 면과 쿨맥스의 장 을 동시에 살린 제품이다.표면은 감이 부

드럽고,안쪽 면은 청량감과 통기성을 강화해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해

여름철 야외활동에 제격이다.....609)

한 IT 기술과 섬유 과학의 발달로 의복이나 시계,안경 등의 의류에

PC기능을 담은 웨어러블 컴퓨터가 등장하 고,스마트 라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고기능성 섬유에 디지털 센서나 소형 칩을 탑재하여 의복

자체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가 나타났다.

화 속에서나 보던 ‘입는 컴퓨터’가 곧 상용화될 정이다.미국 IBM사는

이달 선 라스·반지·귀걸이·시계 등 사람들이 패션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모든 제품에 컴퓨터 기능을 넣는 ‘디지털 주얼리(DigitalJewelry)’

시연회를 열었다.거의 완성단계인 ‘디지털 쥬얼리’를 착용한 사람은 귀걸이

를 통해서 상 방의 목소리를 듣고,선 라스를 통해 상 방의 상 이미지

를 보고,반지를 쓰다듬으며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평상시에는 시간

을 보여주는 시계가 순식간에 웹사이트 검색 도구로 변신하기도 한다...“패

션 액세서리에 PC기능을 부여함에 따라,새롭게 등장하는 컴퓨터는 여성

을 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화할 경우 진품 액세서리보다

가격이 오히려 렴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 주얼리’를 착용한 사람은

IBM이 구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모르는 길을 갈 때 그 장소에 한 정보부터 련 웹사

이트,심지어 가상의 고까지 앞에 펼쳐 보일 수 있다.610)

608)한겨 ,2010.1.14.“열내는 내복부터 깔창까지...‘빙하기 건 는 법’”

609)한겨 ,2012.6.28.“모기 잡는 여름셔츠,기능도 스타일도 굿!”

610)조선일보,2000.12.8.“‘입는 컴퓨터’곧 상용화,IBM,액세서리에 컴퓨터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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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섬유업계에 ‘스마트 섬유’개발이 활발하다.스마트 섬유는 IT를 목

해 디지털기기나 기신호,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한 기능을 갖춘

것이다......옷으로 만들면 인체 정보를 읽어 외부기기에 상과 각종 신호

를 보낸다...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어 ‘인체블랙박스’라고도 불

린다...“가벼운 데다 열에도 강해 시장성이 높다”...최근에는 섬유와 발

다이오드(LED)를 목해 빛을 내는 섬유도 개발했다.다양한 디자인이 가

능하고 유연성이 좋아 산업용 의류나 아웃도어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611)

1990년 이후 복식의 기능성은 복식 착용 시 건강, 생,편의,쾌 ,

신체활동 증진을 추구하는 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이 시기와 마찬가

지로 건강에 해롭고 질병을 유발하는 복식에 한 우려와 비난은 계속되

고 있다.쾌 한 의생활을 하여 기능성을 추구한 새로운 착장법이 등

장하 으며,섬유소재 기술의 발달하여 운동복이나 특수복 외에도 복식

반에 기능성이 용되고 있다.최근에는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

한 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의류제품이 개발되었고,최첨단 기술이

목된 웨어러블 컴퓨터와 스마트 웨어의 등장으로 복식에서의 기능성

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1)동아일보,2012.6.13.“옷 입으면 건강도 알 수 있는 섬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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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

노슬리 차림,1992.6.

<그림 5-b>

미니스커트 차림,1992.8.

<그림 5-c>

미시족의 노출,1994.2.

<그림 5-d>

홀터넥 차림,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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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e>

베어룩 유행,1998.7.

<그림 5-f>

맨발차림,2000.8.

<그림 5-g>

노출 패션,2004.7.

<그림 5-h>

임산부 노출,2004.8.

<그림 5-i>

다리의 노출,2006.8.

<그림 5-j>

노출 패션과 바디메이크업,2012.6.

<그림 5>신체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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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a>

신입사원 복장,1990.1.

<그림 6-b>

T.P.O.별 복장,1994.6.

<그림 6-c>

수 복 차림,1996.7.

<그림 6-d>

송년모임 복장,1996.12.

<그림 6-e>

국회의원 복장,2004.6.

<그림 6> 한 옷차림



-165-

<그림 7-a>

외제품 수,1990.7.

<그림 7-b>

사치품 반입,1992.1.

<그림 7-c>

과소비 반 ,1996.7.

<그림 7-d>

해외 랜드의 유입,1996.1.

<그림 7-e>

양극화 소비,1998.7.

<그림 7-f>

수입고가 랜드의 신상품에 한 소개,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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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g>

신상녀의 등장과 신상품 정보,2008.6.

<그림 7-h>

사치품에 한 호의,2010.7.

<그림 7-i>

수입품의 화,2010.8.

<그림 7-j>

패션취향으로서의 고가품,2012.1.

<그림 7>사치품에 한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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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a>

주사성형,

2006.6.

<그림 8-b>

마네킹 체형,

2008.2.

<그림 8-c>

외모지상주의,

2010.2.

<그림 8-d>

휜 다리 교정술,

2010.7.

<그림 8>외모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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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a>

개성 차림,1992.12.

<그림 9-b>

개성 차림,1996.2.

<그림 9-c>

개성 차림,1998.12.

<그림 9-d>

여름 멋쟁이들,2006.6.

<그림 9>개성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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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a>

겨울 패션,1994.1.

<그림 10-b>

복고풍 유행,1996.1.

<그림 10-c>

패션,1998.2.

<그림 10-d>

마린룩 유행,1998.7.

<그림 10-e>

로벌 트 드,2002.1.

<그림 10-f>

캐포츠룩 인기,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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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g>

올림픽 패션,2004.8.

<그림 10-i>

화이트룩 유행,2008.6.

<그림 10>유행 정보의 소개

<그림 10-h>

스키니진 유행,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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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a>

체형별 옷차림,1992.7.

<그림 11-b>

맵시 연출,1996.6.

<그림 11-c>

몸매 보완 옷차림,1998.8.

<그림 11-d>

수 복 스타일링,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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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e>

쇼츠 스타일링,2006.6.

<그림 11-f>

컬러스타일링,2010.2.

<그림 11-g>

연말모임 스타일링,2012.12.

<그림 11>미 원리에 부합되는 옷차림 연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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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a>

자연주의,1994.8.

<그림 12-b>

리폼 패션,1998.1.

<그림 12-c>

내복입기 캠페인,2000.12.

<그림 12-d>

쿨 맵시 운동,2012.6.

<그림 12-e>

수술비마련 티셔츠,2008.6.

<그림 12-f>

폐타이어 핸드백,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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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g>

오가닉 진,2008.8.

<그림 12-h>

패스트패션 vs슬로패션,2010.1.

<그림 12-i>

업사이클링,2010.6.

<그림 12-j>

아름다운 가게,2010.7.

<그림 12-k>

재생소재,2012.1.
<그림 12-l>

친환경슈즈,2012.6.

<그림 12-m>

인조 모피의 사용,2012.12.

<그림 12>윤리 패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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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a>

디자인 복제,1996.6.

<그림 13-b>

짝퉁 가방,2012.6.

<그림 13-c>

짝퉁 퍼 발,2012.7.

<그림 13-d>

짝퉁 발 최다,2012.12.

<그림 13>디자인 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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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a>

무지외반증,2010.6.

<그림 14-b>

무좀,2010.7.

<그림 14-c>

노출로 인한 여성질환 발생,2010.8.

<그림 14-d>

하지정맥류,2012.2.

<그림 14-e>

발바닥근막염,2012.8.

<그림 14>질병유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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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a>

실용 인 디자인,1998.7.

<그림 15-b>

라이크라,1998.7.

<그림 15-c>

기능성 소재,1998.8.

<그림 15-d>

패딩 의류,1998.12.

<그림 15-e>

스포츠 의류,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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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f>

패션스포츠웨어,2004.8.

<그림 15-g>

정장에 운동화 차림,2006.2.

<그림 15-h>

인부츠,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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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i>

캠핑룩,2010.7.

<그림 15-j>

장마 패션,2012.6.

<그림 15-k>

아웃도어웨어,2012.6.

<그림 15>기능성 소재 의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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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종합 논의

본 장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의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으로 도덕 불신과 투명성 결여, 문화

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가족가치 의 변화와 건강․ 음의 추구,소

비지향 문화와 성 개방화․성 상품화,환경보호의 움직임의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다.이러한 요인들은 여성복식의 도덕성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숙성의 측면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복식은 계속해서 논란의 상이

되고 있었다.그러나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외에도 배꼽티,쫄티,로라이

즈진,스키니진,란제리룩,시스루룩 등이 다양한 노출 스타일이 유행하

고,신체의 노출 부 와 노출 방법이 더욱 담해졌으며,성 개방화의

움직임과 은이들을 심으로 한 문화의 성숙으로 인해 사회의 시

선은 신체의 노출에 차 해지기 시작했다.건강과 음,개성을 추

구하는 상으로서 노출 복식은 잘 리된 신체의 과시로 나타나기도 한

다.한편 T.P.O.에 하지 않거나 복식규범에 배되는 옷차림은 여

히 비 의 상이 되고 있으며,특히 공무원이나 고 공직자들의 차림이

부 할 때에는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 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복

식규범이 차 약화되기도 하며 연령,세 ,지 ,개인이 속한 집단별

특성에 따라 정숙성의 범 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가족가치 의 변

화와 신세 의 등장,성의 개방화와 건강 음의 추구,세계화와 정보

화 등의 사회문화 요인이 정숙성의 평가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복식의 사치,낭비,과소비,과시는 여 히

비난을 받고 있다.일부 부유층을 심으로 외제품이나 고가품을 선호하

는 경향은 특히 구제 융 시기에 많은 비 을 받았으며,사회 으로 과

소비 근 ,근검 약 운동의 움직임을 일으켰다.그럼에도 사치와 과시

소비가 만연하 고,각종 매체와 SNS등을 통해 여성 복식에 나타

나는 소비 조장 이미지의 범람은 외모 심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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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낳기도 하 다.경제 능력을 갖춘 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지향 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사치 소비가 일반화되기 시작하 다.

소비가 미덕인 시 에 사치는 쾌락의 추구,자기만족을 한 개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럭셔리는 가치 과 경험을 의미하게 되었고,고품

질과 고 맞춤서비스 추구,명품과 희소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 이상

과소비가 아니며 가치소비 혹은 체험소비로서 정 으로 해석되기도 한

다.

유행성의 측면에서 여성복식은 유행을 따르지 않거나,미 원리에 부

합되지 않는 경우에 비 을 받는다.한국의 문화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강한 집단성을 지닌 은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를 따르게 되었다. 반 으로 패션 트 드와 스타일링에 한

심이 높아졌고,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행정보가 제공되며 유행의 주기

도 더욱 짧아졌다.국내의 여성복식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향으로 해외

패션의 흐름에 직 인 향을 받고 있으며, 로벌 패션 트 드가 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인터넷과 SNS등을 이용한 패션 커뮤니

이션이 증가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면서,자

기표 으로서의 개성추구 상이 존 되고 있다.

산업윤리성의 범주에서는 문화가 성숙하고 환경보호에 한 인식

의 확 되면서 기업윤리와 소비윤리의 개념이 두되었다.복식의 생산

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자원고갈,노동문제,동물학 ,디

자인 복제,인터넷 상거래의 비윤리 행 등의 다양한 문제가 논란의

상이 되었다.기업은 사회 환원,지속가능성과 사회 책임의 실 을

통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한 기업 활동을 펼쳐가고 있으

며,합리 이고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기부,착한 소비,재활용과 재사용,

헌옷 수선 등의 극 인 움직임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산

업윤리성의 추구는 계속해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성은 건강한 삶과 음을 지향하는 문화 속에서 더욱 요시되고

있으며,미 욕구를 해 착용되는 미니스커트,핫팬츠,스키니진,하이

힐과 같은 복식은 신체를 구속하고,건강을 해칠 험이 있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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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비 되고 있다.쾌 한 의생활을 하기 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작업 운동이나 여가활동 시 복식의 착용을 통한 신체활동의

증진은 섬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다양한 활동에 합한 특성을 지닌 기능성 의류 시장은 더욱 세분

화되었고,기능성은 복식 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 인 태도

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의

사례와 의미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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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인

⇛

⇛

⇛

⇛

복식

도덕성

범주

사례 의미

도덕

불신과

투명성

결여

정숙성

신체의 노출 부 와 방법이 담하고 과

감해짐,

신체를 리하여 과시하는 경향,

T.P.O.별 합한 옷차림 연출법 제시,

상황에 따라 복식규범에 어 나는 복장

이 허용됨.

노출 표 에 함.

복식규범의 수,

복식규범이 약화되기

도 함.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

․

정보화

물신성

부유층의 외제품 선호와 과소비 비난,

사치,과소비,낭비 근 운동과 단속.

외모지상주의와 성 상품화의 조장.

다양한 경로로 고가 수입품 유입,

명품 소비의 화와 럭셔리 열풍,

고품질과 고 맞춤서비스 추구,

명품과 희소제품 선호 상,

작은 사치,호사소비,가치소비,체험소

비,감성소비 등장

사치,낭비,과소비,

과시, 외모지상주의,

여성의 성 상품화에

한 비난.

사회 용 증가,

쾌락,자기만족,자기

리의 측면에서

정 평가도 가능.

가족가치

변화와

건강

․

음의

추구

유행성

각종 매체와 SNS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패션 트 드,유행,신상품,스타일링

정보가 제공됨.

패션에 한 심 증가와 아름다운 옷차

림 추구 경향,

베스트/워스트 드 서에 한 평가.

로벌 트 드에 직 인 향을 받음.

다양한 복식 아이템에 심미성과 패션성

을 반 하여 개성을 추구함.

유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미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옷차림은 비난.

개성 표 에 한

정 해석.

소비지향

문화와

성 개방

성 상품화

산업

윤리성

친환경,지속가능성의 패션 트 드 등장,

기업의 사회 책임,사회 환원,기부 문

화 등장.

헌옷 수선,재활용,재사용,착한 소비 등

의 소비문화 형성.

디자인 복제,인터넷 상거래의 문제에

한 단속과 규제

기업윤리, 소비윤리

에 한 심 증가,

패션산업의 윤리성

회복 추구.

환경보호의

움직임
기능성

신체를 구속하고 건강을 해치는 복식 비

난(미니스커트,핫팬츠,스키니진, 깅

스,쫄티,하이힐,롱부츠 등)

합리 이고 실용 인 트 드 등장

기능성 신소재의 사용

고기능 아웃도어웨어 발달

웨어러블 컴퓨터,스마트 웨어 등장

건강, 생,쾌 성,

신체활동의 증진,편

의 추구 강화

<표 3>1990년 이후 사회문화 맥락에 따른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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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1990년 ․후 한국여성의 복식도

덕성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1990년 를

후로 살펴본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의미가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어

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하여 살펴보고,이를 통해 한국여성의 복식도

덕성을 해석하기 한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 1 복식도덕성의 의미 변화

본 에서는 1990년 를 후로 하여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형성에

향을 미쳐 온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를 비교해보고,복식도덕성의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어휘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의 의

미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사회문화 맥락의 변화 분석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무질서와 무규범의 혼돈 속에 물 듯이 려

오는 서구문화의 향을 받기 시작하 다.사람들은 서구에서 유입되는

문화를 동경의 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생활의 모든 분야에 서구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 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한 열망으

로 사회는 역동 으로 변화해 왔다.이러한 사회 배경과 함께 도덕성

과 련하여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사회의 모든 분야에 도덕 아노미 상태가 나타났고,서

구문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유교 통에 근거한 가치 에 혼란이 일

어나게 되었다.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며 통 인

가족가치 이 변화하게 되었고,서구 가치 이 확산되고 은 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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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개방 인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성 도덕이 변화하 다.

격한 경제 발 과 함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물질만능주

의가 만연하 고,부의 편 상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부유층의 사치와 향락 풍조가 화감을 조성하며 사회 문제

를 일으켰다. 한 정부가 주도한 성장 주의 발 정책은 패션산업 장

에서의 비윤리 문제를 래하게 되었다.환경 괴의 심각성에 한 문

제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 으나,1980년 이후에야 환경보호의 움직임

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에는 정치와 기업의 경제활동 공 제도에 한 도덕

불신과 투명성의 결여가 도덕 문제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각종

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문화가 확 되었고,세계화와 정보화의 물

결로 인해 라이 스타일과 가치 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개

인주의의 확산과 고령화 상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에 한 가

치가 변화하고 노후생활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는 등 가족가치

이 변화하 고,건강과 음을 추구하는 사회 분 기가 조성되었다.

한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지향 인 문화를 만들어 냈

고, 화나 고,인터넷 등을 통해 선정 이미지가 범람하기 시작하며

성 개방화․성 상품화 상을 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덕성 형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들은 사회문

화 맥락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다음의 6가지 요소들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1990년 이후의 고도산업화 사회로의 진

입으로 사회는 더욱 발 하 고,정치․경제․사회․문화 반에 나타난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의 경향,최첨단 기술과 인터넷과 스

마트 기기 등을 통한 미디어의 발달,자본주의 소비사회의 확립으로

인한 산층의 확 와 부의 확산,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며 여가활동이 확 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 수 이

높아진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 반에 가치 과 도덕 단 기 의 변화

를 가져왔다.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한국여성의 복식문화에도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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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90년 이

(1945～1989년)

⇛ ⇛

⇛ ⇛

⇛ ⇛

⇛ ⇛

⇛ ⇛

변화의 동력

고도산업화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미디어의 발달

자본주의

소비사회

삶의 질 향상

1990년 이후

(1990～2012년)

사

회

문

화

맥

락

의

변

화

도덕

아노미 상태

도덕 불신과

투명성 결여

서구문명의

무분별수용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

가족 가치 과

성 도덕의 변화

가족가치 변화와

건강․ 음의 추구

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치 풍조

소비지향 문화와

성 개방․성 상품화

환경문제 인식 미비 환경보호의 움직임

<표 4>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

쳐 1990년 를 후로 한 복식도덕성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복식도덕성에 한 어휘 분석

선행연구와 사 고찰을 통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다양한

복식 상을 살펴본 결과,복식도덕성의 각 범주별 키워드로 나타난 어

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었다.

1990년 이 의 정숙성의 범주에서는 신체의 노출과 련된 어휘가

부분 양면 이거나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복식규범을 수하는

것과 련된 어휘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 이 에는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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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미니스커트,핫팬츠,비키니, 탈롱,바디컨셔스,몸매 과시’등

의 용어가 신체의 노출과 련한 양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1990년

이후에 신체의 각 부 를 더욱 노출하는 ‘미니스커트,핫팬츠,배꼽티,

쫄티,스키니진, 깅스,란제리 륵,시스루 룩’등은 과다 노출로 인한

경범죄 처벌로 논란을 일으키거나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다는 측면에

서 비 을 받기도 하 지만,여성의 신체미를 드러내고 자기 리에

한 노력과 자기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정 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양면

인 특징을 갖는다.‘노출’이나 ‘섹시함’,‘능 인’등의 어휘도 더 이상

부정 인 것으로만 인식되지 않으며,여성성과 건강함, 음을 상징하는

미 요소의 하나로서 용 인 표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성 인

뉘앙스가 직 으로 드러나는 용어는 여 히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지

고 있으나,여성의 신체를 가꾸고 과시하는 것에 한 심은 ‘몸짱’,‘에

스라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도발 인’,‘격 인’과 같은 어

휘는 여성의 자신감과 패션을 통한 자기표 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한 과거에는 부정 인 어휘로서 비도덕성을 의미했던 여성의 ‘다양한 헤

어스타일과 화장,슬리 리스 상의와 바지,비키니 수 복의 착용’은 이

미 여성의 의생활에서 보편화된 상으로서 정 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듯 여성의 신체 매력과 련한 정숙성의 단기 은 변하는 사

회문화 맥락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신성의 범주는 1990년 이 만 하더라도 정 인 어휘와 부정 인

어휘의 구분이 명확했음을 보여 다.사치와 낭비,과소비,외제선호사상

등은 부분 근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부유층의 과시 소비

도 비난의 상이었다.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명품,럭셔리,장인정

신,정교한,취향’등의 어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치에 한 비

태도뿐만 아니라 정 으로도 평가되는 보다 더 다원화된 개념으로 변

화하 다.외제품이나 수입품에 한 태도가 달라졌으며,이것은 부의 확

산으로 경제력을 가진 산층이 확 되었고 소비지향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가치와 체험을 시하는 물신성의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면서 기존

의 도덕 단기 이 달라졌음을 말해 다.그러나 오늘날의 소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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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쇼핑 독,외모 심,성 상품화’등의 부정 어휘와 같은 문제 을

래하 고,‘과소비,낭비,소비조장에 한 비 의식’도 함께 나타남

을 알 수 있다.이처럼 1990년 이 의 물신성 지향에 한 비도덕 인

인식은 그 이후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해석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원

태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행성의 범주에서는 1990년 이후 ‘패셔니스타,패션 피 ,베스트․

워스트 드 서’등의 어휘가 등장하 는데,이는 여성들의 패션에 한

심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며,복식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

기호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1990년 를 후로 ‘개성’과

련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그 이 까지만 해도 ‘일탈 인,튀는,이색

인’스타일은 비난의 상이 되었으나,이제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공존하며,개인의 패션 감각에 따라 개성 인 표 이 존 될 수 있다는

정 인 태도로 인식되기도 함을 보여 다.그러나 여 히 ‘유행에 뒤처

지거나,조화롭지 않고,추한’옷차림은 부정 인 어휘로 사용되며 복식

행동에 있어서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이것은 유행이 일종의 사

회 습으로 작용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 도덕 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윤리성의 범주에서는 1990년 이후로 도덕 태도에 한 여러

가지 어휘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부정 인 어휘로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패션,디자인 복제,페이크 패션,제품 후기 조작’등은 고도산업

화로 세계화,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패션산업과 소비의 범 가 확장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비윤리 행 가 존재함을 보여 다.그 밖의 ‘노동문

제나 환경문제,동물학 ’등에 해서도 여 히 부정 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이를 극복하기 한 더욱 극 인 방법으로서 ‘쿨비즈,웜비즈,에

코백,슬로 패션,업사이클’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성의 범주에서는 ‘신체를 구속’하고,‘불편한’복식에 한 부정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1990년 이 에 ‘한복’은 통 복식임에도 불구

하고 비실용 이고 신체 발달에 해롭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능성에 배

되었고,‘ 어스커트,맥시스커트,타이트스커트,미니스커트,핫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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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등의 복식 아이템도 활동에 자유롭지 못하고,신체부 를 노출하

거나 압박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부정 인

어휘로 나타났다.1990년 이후에도 ‘배꼽티,스키니진, 깅스’는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노출 패션의 화와 함께 나타난 ‘문신,

피어싱’도 기능성의 측면에서는 비도덕 이다.반면에 서구의 기능주의와

실용주의에 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 1990년 이 의 ‘한복의 개량화,

신생활복,기성복,바지’의 착용을 비롯하여 ‘캐주얼웨어,스포츠웨어,캐

포츠 룩’등은 기능성을 추구하는 정 인 어휘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여가활동의 증가와 섬유 소재의 발달로 인해 ‘방호,

방한,방서,방수,발수,속건,흡습’등의 다양한 고기능성 의류제품이 등

장하여 기능성 추구의 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련된 어휘를 1990년 ․후로 분석해 본

결과 주목할 만한 은 정과 부정의 양면 가치를 보이는 어휘에

한 것이다.특히 정숙성․물신성․유행성의 범주에 비해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의 범주에서는 양면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데,이것은 도덕 혹

은 비도덕 인 태도에 한 단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 다.

즉,정숙성․물신성․유행성은 다원 이고 가변 인 태도로서 시 의 변

화,사회문화 맥락의 변화에 의해 직․간 인 향을 받으며 다양하

게 해석됨을 말해 다.반면에,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단의 기 이 변

하지 않고 시 와 사회를 월하여 인간의 삶과 생존을 해 반드시 추

구되어야하는 보편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1990년

이 의 정숙성과 기능성의 범주에서 ‘바지 착용’은 각각 부정과 정

의 이 인 의미를 지니며,‘미니스커트,핫팬츠,하이힐’등은 각각 양

면 이거나 부정 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처럼

복식도덕성의 의미는 동시 에도 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부정 인 어휘가 양면성을 띠거나

정 인 어휘로 바 는 경우는 있으나,그 역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복식도덕성과 련한 다양한 패션 상과

그 의미는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더욱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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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포 인 의미의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후로 나타나는 한국여성의 복식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사

회의 변화에 따라 더욱 진화하고 있으며,여성 복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

지 도덕 단에 있어서 사용되는 어휘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여성복식의 도덕성에 한 단기 과 의미는

다원 인 것과 보편 으로 용되는 것,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

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1990년 ․후 한국여

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어휘 분석의 내용은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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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정 양면 부정

정숙성

통,정숙,단정한,단아한,매

있는,T.P.O., 의 바른,정

숙한, 한, 합한,알맞은,

바람직한, 잖은,수수한,보수

인

슬리 리스,

미니스커트,

핫팬츠, 비키

니, 탈롱,바

디컨셔스, 몸

매 과시

노출,섹시한,성 인,야한,자극

인,선정 인,타이트한, 마

머리,바지착용,진한 화장,에로

티시즘,성 매력, 래머, 능

인,원 인,과감한, 담한,

개방 인,부 한

물신성
검소한,알뜰한, 당한,경제

인,합리 인
-

사치,과시,과시 소비,과소비,

비합리 인,낭비,유행추종,쾌

락,소비조장,허 ,부추기는,지

나친,과도한,호사,호화,화려

한,고가품,값비싼,수입품,외

제, 수,벨벳,나일론,홍콩양

단, 이스,조젯,모피,수입원단

유행성

유행하는,패션,패션 감각,맵

시 있는,조화,아름다운,어울

리는,이상 인,세련된

개성 인

유행에 뒤처진,부조화,어울리지

않는,지나친,추한,일탈,튀는,

이색 인,부조화

산업

윤리성
환경보호,에콜로지,천연소재 -

노동문제, 동물학 , 자원고갈,

화학약품처리,폐수 발생, 기오

염,환경 괴,폐기물의 증가,재

활용의 미비

기능성

기능,실용, 생,건강,편의,

신체 보호,활동 증진,쾌 한,

편안한,간편한,편리한,유용한,

효율 인,청결한,한복 개량,

신생활복,의복 간소화,기성복,

바지착용,청바지,캐주얼웨어,

이어드 룩,니트웨어,스포츠

웨어,신축성,오리털 카,무

스탕,방한복

-

한복,신체 구속,불편한,비 생

인,타이트한,부자유,신체 변

형,꼭 조이는, 어스커트,맥

시스커트,타이트 스커트,미니스

커트,핫팬츠,하이힐

<표 5>1990년 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어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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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정 양면 부정

정숙성

통,정숙,단정한,단아한,

매 있는,에티켓,T.P.O.,

의 바른,정숙한, 한,

합한,알맞은,바람직한,

잖은,수수한,보수 인, 마

머리,진한 화장,바지착용,

슬리 리스,비키니,몸짱,에

스라인

노출,섹시한, 래머,깊

게 인, 격 인, 능

인,도발 인,타이트한,

바디컨셔스, 몸매 과시,

맨발,과감한, 담한,개

방 인,미니스커트,핫팬

츠,배꼽티,쫄티,스키니

진, 깅스,란제리 룩,시

스루 룩,바디메이크업

성 인,야한,자극 인,

선정 인,토 리스,에

로티시즘,성 매력,원

인,부 한

물신성

알뜰한, 당한,경제 인,고

의,고품질,럭셔리,장인정

신,명성,품격,우아한,정교

한,희소성의,취향,감성소비,

가치소비,체험소비

사치,명품,화려한,수입

품,외제,고가의,값비싼,

편집매장,수입원단,신상

품,쾌락,호사,호화,

리미엄 진,몸짱,얼짱,동

안,성형수술,다이어트

과시,과소비,낭비,소

비조장, 허 , 지나친,

수, 모피, 쇼핑 독,

쇼퍼홀릭,슈어홀릭,된

장녀,신상녀,외모 심,

성 상품화

유행성

유행하는,패션 감각,맵시 있

는,조화,아름다운,어울리는,

이상 인,세련된,개성 인,

패션 트 드,패셔니스타,패

션 피 ,베스트드 서,패스

트 패션

일탈,튀는,이색 인,

유행에 뒤처진,부조화,

어울리지 않는,지나친,

추한,워스트드 서

산업

윤리성

사회 책임,친환경,지속가

능성,웰빙,오가닉(유기농),

환경보호,에 지 약,쿨비

즈,웜비즈,동물보호,공정무

역, 고,재활용,재사용,천

연소재,에코백,옷 수선,알

뜰가게,아름다운 가게,녹색

가게,슬로 패션,업사이클

-

노동문제,동물학 ,자

원고갈,화학약품,폐수

발생, 기오염,유해물

질,환경 괴,폐기물 증

가,패스트 패션,모피,

가죽,불공정,디자인 복

제,짝퉁,페이크 패션,

제품후기 조작

기능성

기능,실용, 생,건강,편의,

신체 보호,활동 증진,쾌

한,편안한,간편한,편리한,

유용한,효율 인,청결한,방

호,방한,방서,방수,발수,

속건,흡습,고기능성,캐주얼

웨어,스포츠웨어,캐포츠 룩,

아웃도어웨어,웨어러블 컴퓨

터,스마트 웨어

-

신체 구속,불편한,비

생 인,타이트한,부자

유,미니스커트,핫팬츠,

배꼽티, 쫄티, 하이힐,

스키니 진, 깅스,코르

셋,문신,피어싱

<표 6>1990년 이후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어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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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990년 ․후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비

교 분석

본 에서는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을 다원 ․가변 복식도덕성과

보편 ․불변 복식도덕성으로 나 어 1990년 를 후로 비교 분석하

고,그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여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의 패러다임을 정

립하고자 한다.

1.다원 ․가변 복식도덕성

복식도덕성의 의미는 패션 자체가 지니는 변화하는 속성으로 인해 가

변 인 특성이 제되어 있으며,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정숙성과 물신성,유행성은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아 다원 이고 가변 인 특성을 지니며 그 의미가 다양

하게 해석되고 있었다.

정숙성은 신체의 노출에 한 평가와 복식규범 수에 한 평가로 살

펴볼 수 있는데,신체의 노출에 하여 1990년 이 에는 단속의 상

으로 여겨지거나,과다노출 혹은 건강미의 상징이라는 찬반 논란을 일으

키며 시비가 일었다.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신체 노출 패션에 한

비난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회 허용은 더욱 해졌으며 신체의 은

폐와 노출에 한 개념이 격하게 달라졌다. 표 인 신체 노출 패션

으로 볼 수 있는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1990년 이 까지 그 길이가 계

속해서 짧아지면서 자극 이고 선정 인 과다노출로서 비도덕 인 것으

로 평가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이것은 1980년 부터

신체의 건강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가 증가한 경향과 련이

있다.1990년 이후에는 각선미를 과시하며 자신의 패션 감각을 돋보일

수 있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신체 노출 복식은

심미성과 패션성을 지향하는 태도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다리를 노출하는 미니스커트 외에도 복식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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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핫팬츠,배꼽티,홀터넥,베어룩이나 클

리비지 룩,로 라이즈 진 등을 통한 다리,허리,배,어깨,등 부 의 직

인 노출과 신체를 착하여 굴곡을 드러내는 쫄티,스키니진, 깅스

패션이나 시스루 룩과 같은 간 인 노출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꾼 여

성의 몸을 보여주기 한 방법으로서 은 세 뿐만 아니라 미시족이나

머추어 이디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패션 상이다.다양한 패션 스타

일로 노출된 신체는 여성미와 건강함, 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

하게 여겨지고 있다.한편, 복식규범의 수와 련하여 T.P.O별 합

한 복장을 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덕 인 태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여러 가지 상황 맥락에 따라 약화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도 한다.직장에서는 에 지 약의 차원에서 노출복식을 장려하기도

하고,임산부들은 더 이상 부른 배를 가리지 않으며,여성들이 공식 인

자리에서 맨발과 맨다리를 드러내는 일이 흔하고,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차림도 일반화되는 상이 나타난다.정숙성에 한 요구는 시 와 사회

에 따라 그 기 이 변화하며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한 문화권 내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T.P.O. 는 개인 특성,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문

화․시 ․개인 을 통해 결정된다.이와 같이 복식도덕성에 있어

정숙성의 단 기 과 내용은 다원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시 와 사

회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덕 태도로서 복식도덕성의 범주들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이고 있다.

물신성의 범주에서는 1990년 이 까지 서구 스타일의 유행을 무조건

으로 추종하는 것이 낭비와 과소비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상으로 여겨졌고,사치와 낭비,과소비에 한 비 과 근 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부분 비도덕 인 의미를 함축했다.1990년 이후에는 사

치와 낭비에 한 비 과 규제 외에도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

에 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 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쾌락이나 자

기만족을 하여 물신 태도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

산되고 있다.오늘날 물신성의 측면은 소비지향 문화와 개인의 만족과

유희를 추구하는 사회 분 기로 인해 다원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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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치,호사소비,자기만족,자기 리의 측면에서 물신성의 추구는

정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가수입품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화

되었고,여성들은 고품질과 고 맞춤서비스를 추구하며,고 희소제품의

가치를 선호하고 있다.사치재에 한 찬반논란은 여 하지만,이를 비

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다소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즉,물신성에

한 단기 과 그 의미가 다원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유행성의 범주에서는 유행이 사회 습의 한 형태로 작용하여 이것

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복식생활로 평가되고 있으며,미 원리에 부합

하는 아름다운 복식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으로 여겨지고 이를 거

스르는 것은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진다.개성 인 옷차림에 하여

1990년 이 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1990년 이후 개인의 패션

취향을 존 하게 되면서 개성 인 복식 스타일은 자기표 의 욕구로서

정 으로 해석되고 있으며,이색 인 옷차림에 하여도 새로운 패션

감각을 추구하는 태도로 인지되고 있다. 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향으

로 패션 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 이 다양해졌고,한국 복식은 로벌

트 드에 직 인 향을 받게 되었으며 패스트패션의 출 과 함께 유

행의 주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사회 반에서 성별과 세 를 불문하

고 패션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여성은 아름다운 옷차림

연출,패션 트 드,해외의 유행 스타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

다. 한 여유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스타일을 갈망하는 개인

의 취향은 더욱 감성화․개성화․다양화되었고,유행을 월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개성 인 복식이 공존하도록 하 다.이러한 상은 복식의 변

화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 으로 해석되고 있으며,유행성

은 다양한 패션 상을 포 하는 더욱 다원 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식도덕성을 이루는 여러 범주들 정숙성․물신성․유행

성은 다원 이고 가변 인 가치로서 시 ․장소․문화․상황과 같은 사

회문화 맥락에 따라 단 기 과 의미가 변화하며,개인이 속한 집단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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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편 ․불변 복식도덕성

복식 자체가 변화의 속성을 지니며,다원화된 패션 상이 일어나고

있으나,복식문화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특

성들은 시 를 월하여 계속해서 추구되고 있다.복식도덕성의 범주들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윤리성은 패션산업에서 수되어야 하는 일종의 도덕률로 작용하

여 비윤리 행 를 고발하고 비난하며 개선하려는 능동 인 태도이다.

1990년 이 까지만 하더라도 발 주의 사회 분 기 속에서 환경오

염에 한 인식이 부족하 고,도덕 해이 속에 기업과 소비자의 윤리

태도가 미성숙하여 소극 인 자세를 취하는 정도에 그쳤다.1990년

이후에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련

된 사회 인식의 수 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

업윤리와 소비윤리에 한 심이 차 증가하게 되었다.웰빙,친환경,

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 책임과 같은 윤리 개념이 등장하면서 복식

반의 도덕성 회복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패션산업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윤리 문제가 가시화되었고,각 분야에서 윤리성 회복

추구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 다.환경 괴나 동물학 의 문제

외에도 디자인 복제,인터넷 상거래와 련된 비윤리 행태 등이 이슈

가 되었고,사회 제재와 단속 민간단체의 윤리성 회복 운동,기업과

소비자들의 향상된 의식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 다.패션

소비자들의 재활용,친환경 상품,장바구니의 사용이 화되고 있으며,

기업은 여러 형태의 사회 환원이나 기부를 통해 랜드 이미지도 함께

고양시키고 있다.산업윤리성을 지향하는 태도는 사회의 발 과 함께 도

덕 인 태도로서 1990년 이후에 더욱 극 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보

여 다.

기능성은 인간의 생활 문화에서 복식이 담당해야하는 가장 기본 인

기능과 련된 것으로,기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복식은 그 자체로서

비합리 이고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진다.복식은 착용자의 신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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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신체 만족을 수 있어야 하며,신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구속

감을 때 부정 으로 평가된다.1990년 이 에는 한복의 불편함에서

시작하여 활동에 제한을 주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복식에 한 비 이

부분이었다.건강, 생,편의,쾌 성,신체활동 증진을 도모하는 의생활

을 도덕 인 태도로 보는 이 1990년 이 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1990년 이후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쾌 한 삶을 지향

하고 있으며,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섬유와 소재 디자인

반에서 기능성 추구가 더욱 범 하게 나타나고 있다.다양한 복식에

실용 이고 기능 인 소재를 사용하여 개인의 미 욕구와 신체의 쾌 성

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기능성의 의미는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에 상 없이 지속 으로 추구되며 사회의 발 에 따라 더욱 강화되

며 도덕 단의 기 이 보편 이고 불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그 단 기 과 의미가 사회문화

맥락을 월하여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

으로 나타난다.

1990년 를 후로 하여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에 한 의미를 비교해

본 결과,정숙성과 물신성,유행성은 시 의 흐름에 따라 단기 과 의

미가 변화하는 다원 이고 가변 인 도덕성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비해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시 와 사회의 변 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계

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며,어떤 사회에서나 용될 수 있는 보편 이고

불변 인 도덕성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의미는 1990년

를 후로 하여 <그림 16>과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3.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패러다임

1990년 를 ․후로 한 복식도덕성의 의미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

여성의 복식도덕성은 <그림 17>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원 이고 가변 인 도덕성으로서 정숙성은 신체의 노출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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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990년 ․후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의 의미 비교

비난의 상이 되지 않고,복식규범 수에 한 도덕 단과 내용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원 으로 용될 수 있으며,정숙성의 의미는 사

회문화 맥락과 한 련성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

로 변화의 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물신성은 사치와 낭비,과시

등에 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여성들의 소비 태도가 지속

되어왔으며,소비지향 문화의 확산과 함께 1990년 이후부터는 물신성

에 한 비 시선이 유연해졌고 호의 인 해석이 공존하는 등 더욱

다원화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유행성은 복식 자체가 지닌 변화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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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미 원리

는 다양하게 용된다.해방 이후부터 지 까지 유행에 동조하고 미

원리를 따르는 것이 도덕 인 태도로 여겨져 왔으며,최근 유행의 주기

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개성 인 스타일과 함께 다양한 스타일이 존 되

기 시작하 으므로 정숙성이나 물신성에 비해 1990년 를 후로 한 변

화의 폭은 으나,다원 이고 가변 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편 이고 불변 인 복식도덕성으로서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해방

이후부터 재까지 그 추구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산업윤리성은

1990년 이 에는 노동문제나 환경오염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 사회 인식과 심이 확 되어 그 단기 이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하 다.기능성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추구되는 도덕성

으로서 1990년 이후 섬유소재의 발달과 함께 더욱 범 하게 강화되

고 있다.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의 도덕 단기 과 의미의 해석은 사회

문화 맥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쾌 한 삶과 행복,인류 생존

과 번 을 하여 보편 이고 변하지 않는 속 인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와 같이 한국 여성의 복식문화는 복식도덕성이라는 심축을 통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복식은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와 함께 다

원 이고 가변 인 복식도덕성을 통해 역동 으로 변화 발 하고 있으

며,한편으로는 복식이 추구해야할 본질 인 가치로서 보편 이고 불변

인 복식도덕성에 의해 복식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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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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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속한 변화를 겪어 온 한국 여성복

의 변화를 도덕성과 련하여 고찰하 다.한국은 해방 이후 결핍과 혼

란의 시기를 거쳐 놀라운 속도로 발 하 고,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세계화 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오늘날은 한류 열풍이라는 새로운 문화

상을 통해 해외로 차 향력을 넓 가기에 이르 다.이러한 과정에

서 외부와의 문화 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유교 사상을 심으로 한 우

리 민족 고유의 가치 과 도덕 념은 계속해서 흔들려왔다.이러한 사회

문화 맥락은 한국 복식의 변천에 직간 인 향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복식도덕성의 개념도 변화해 왔다.특히 한국은 1986년에 개최된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을 개최한 이후 본격 으로 로벌리

즘과 다원화 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따라서 1990년 ․후의 사회

문화 맥락에 변화가 있었으며,그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의미에도 변화

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밝히기 해 본 연구는 도덕성의 개념과 철학․사회학 의

도덕성 논의를 통해 복식도덕성을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복식도덕성을

이루는 범주와 이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을 고찰하여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후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이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 의미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도덕성은 도덕 본성으로서,도덕의 원리․가치․ 단․행동을

포 하는 개념이다.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나타난 도덕성에 한 논의

들은 도덕성의 주체에 따라 개인 ․사회 인 것으로 나 수 있고,도

덕성의 내용을 용 범 와 내용의 변화에 따라 보편 ․다원 ,불변

․가변 인 입장으로 나눠 볼 수 있었다.개인이나 사회에 상 없이

보편 이고 불변하는 도덕성과,개인이 속한 사회나 시 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원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변 인 도덕성으로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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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복식도덕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 기 과 그 내용이 변화

하며,착용자가 속한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는다.복식의 도덕성은

정숙성,물신성,유행성,산업윤리성,기능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숙성은 신체의 노출과 복식 규범의

수에 한 것이며,물신성은 복식에서의 사치․낭비․과소비․유행 추

종․쾌락의 측면에 한 것이다.유행성은 시 이상미로 수용된

유행에의 동조와 그 미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고,산업윤리성은 기업윤

리와 소비윤리 등 패션 산업의 윤리 이슈에 한 태도를 말하며,

기능성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건강․ 생․쾌 성․신체활동의 증

진과 련이 있다.

셋째,해방 이후부터 1990년 이 까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에 향

을 미친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은 도덕 아노미 상태,서구문명의 무

분별수용,가족가치 과 성(性)도덕의 변화,물질만능주의와 향락 사

치 풍조,환경문제 인식의 미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고찰되었으며,이

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숙성의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서구의 복식문화가 유입되면서 미니스

커트,핫팬츠,바디컨셔스 스타일 등의 신체 노출 복식이 유행하여 비난

의 상이 되었고, 사회의 형성으로 복식의 T.P.O.개념이 정립되어

한 옷차림이 추구되었다.물신성의 측면에서는 외제품 수와 선호

상,부유층의 호화로운 서구 양장 스타일이 비난되었고,신분상징의

지 소비가 나타나며 사회 논란을 일으켰다.복식의 사치,과소비가 비

난의 상이 되었고,사회 인 단속과 규제가 나타났다.유행성의 측면에

서는 무조건 인 서구 유행의 추종은 비난의 상으로 여겨졌으나, 차

미 원리로 서구 스타일이 용되었으며,개인 표 의 자유와 함께

개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산업윤리성은 도덕 의식이 미비하여 노

동문제나 환경오염에 한 수동 인 처로 논의되었으며,1980년 에

이르러서야 기업윤리와 환경문제에 한 인식이 차 확 되면서 에콜로

지 스타일이 등장하 고 자연소재의 사용이 증가했으나, 극 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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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은 미미하 다.기능성의 측면에서는 한복의 개량화와 의복 간

소화 운동이 나타났고,서구의 기능주의에 향을 받아 실용 이고 편리

한 양장 착용이 보편화되었으며,섬유소재의 개발로 실용 이고 편안한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가 등장하 다.

넷째,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 한국여성 복식도덕성에 향을 미

친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은 도덕 불신과 투명성의 결여, 문화의

성숙과 세계화․정보화,가족가치 의 변화와 건강․ 음의 추구,소비지

향 문화와 성 개방․성 상품화,환경보호의 움직임이라는 다섯 가지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른 복식도덕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숙성의 측면에서 신체의 노출은 논란의 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노출 부 와 그 방법이 더욱 담해졌고,노출 패션은 잘 리된

신체의 과시를 한 수단이 되면서 오히려 정 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복식규범을 따르지 않는 부 한 옷차림은 여 히 비 의 상이

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복식규범이 약화되기도 하 다.물신성의 측면

에서 복식의 사치,낭비,과소비는 여 히 비 되었으나,사치와 과소비

가 일반화되기 시작하 고 차 쾌락추구,자기만족의 개념으로 여겨지

며 정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유행성의 측면에서 패션 트 드와 스타

일링에 한 심이 높아졌고,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행정보가 제공되고,

로벌 트 드에 직 인 향을 받고 있으며,다양한 패션 채 을 통

해 자기표 으로서의 개성추구 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행을 따르

는 것이 도덕 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반면,개성의 추구와 개인취

향의 표 으로서 다양한 스타일이 존 되기도 하 다.산업윤리성의 범

주에서는 윤리 이슈에 한 심이 증가하 으며,기업과 소비자의 윤

리성 회복의 움직임이 차 강화되고 있다.기능성은 더욱 요시되고

있으며,의생활의 생,쾌 함,편의,더 나아가 작업 운동이나 여가

활동 시 신체활동의 증진은 섬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능성 소재의 사

용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복식도덕성은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다원 ․가변 가치와

보편 ․불변 가치로 작용하고 있었다.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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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로 비교했을 때,한국의 도덕성은 세계화,정보화 시 로

의 진입으로 더욱 다원화되고 있으며, 통 가치 이 더욱 완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이에 따라 여성복식의 도덕성이 변화하 는데,정숙

성․물신성․유행성은 사회문화 맥락에 향을 받는 다원 이고 가변

인 가치로 나타났고,1990년 이후 다원 시각에서 상황에 따라 해

석의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한편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보편

이고 불변하는 가치로서 이것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비

을 받았고,1990년 이후 이에 한 인식이 확 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정숙성의 측면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복식규범에 따르지 않은 복식은

1990년 이 까지만 해도 부분 비 의 상이 되었으나,신체의 노출

에 한 사회 용은 더욱 증가하 으며,해방 이후 형성된 복식규범

은 1990년 이후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숙성

은 연령,세 ,지 등 개인이 속한 집단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다.물신성은 1990년 이 까지 부분 비도덕 인 것으로 여겨

졌음에도 여성의 소비태도에서는 지속 으로 지향되는 측면을 보 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다원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사치와 낭비,과소

비에 한 비 뿐만 아니라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를 비 하

는 태도와 함께 쾌락이나 자기만족을 하여 물신 태도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정 인 평가가 공존한다. 한 유행성은 미 원리를

따르는 아름다운 복식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으로 여겨지며,이를

거스르는 것이 비 되었으나,1990년 이후 개성을 살리는 이색 인 옷

차림도 정 으로 평가되고 있다.세계화와 정보화의 향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더욱 다원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와

같이 정숙성과 물신성,유행성은 다원 이고 가변 인 가치로서 시 ․

장소․문화․상황과 같은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보편 이고 불변하는 가치로서 이것이 충

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비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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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 이 에는 환경 괴 문제에 한 인식이 미미하여 패션산업

에서의 윤리 가치의 추구가 소극 이었으나,1990년 이후 기업윤리

와 소비윤리에 한 심이 증가하게 되었고,패션산업의 윤리성 회복

추구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기능성에 있어서는 건강, 생,편의,

쾌 성,신체활동 증진을 추구하는 의생활을 도덕 으로 평가하는 것이

1990년 이 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고,1990년 에는 기능성의

추구가 더욱 범 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0년 를 후로 하여 복식도덕성의 의미를 비교해본 결과,정숙성

과 물신성,유행성은 시 의 흐름에 따라,다양한 으로 그 단기

과 내용이 변화하는 다원 이고 가변 인 도덕성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비해 산업윤리성과 기능성은 시 와 사회의 변 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며,어떤 사회에서나 용될 수 있는 보편

이고 불변 인 도덕성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복식도덕성은 다원성과 가변성,보편성과 불변성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며 시 정신 사회 맥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한국의

사회문화 변화는 생활문화 가장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여성의 복

식에 그 로 반 되고 있었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복식 스타

일이 등장하고 있으며,사회문화 환경과 가치 규범의 변화는 복

식도덕성의 가치 단에 향을 미치는데,그 범주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것과 다원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한국 사회의 성장 과정에

서 문화 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민족 고유의 가치 과 도덕 념은 계

속해서 도 받고 있으며,여성 복식의 도덕성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국의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도덕성과 련한 미의식의 변화

는 한국 여성 복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서양문화의 수용에서 시작하여 산업화․세계화를

지향하게 되기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와 함께 한국의 여성 복식에

한 사 측면을 기록한 것으로,복식사 이해에 보탬이 되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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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한 한국 여성복식이 화된 과정에 있어서 복식도덕

성의 패러다임을 탐색하여,한국 복식의 이해를 돕는 기 자료의 축

이 된다.

연구의 제한 으로 한국의 여성복식만을 연구 상으로 하 고,해방

이 의 상황과 연계된 통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사례분석으

로 수집된 기사자료는 1990년 이후에 해당하므로 한국 복식 체를 아우

르는 통찰성이 부족하다는 을 밝 둔다. 한 사례연구로 살펴 본 신

문의 시각은 실제 소비자들이나 패션 장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제

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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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c]동아일보,2010.8.9.,“여름에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

[그림 14-d]동아일보,2012.2.8.,“멋지죠!그런데 건강은?”

[그림 14-e]동아일보,2012.8.20.,“하이힐이 주는 벌 ‘발바닥 근막염’”

[그림 15-a]동아일보,1998.7.9.,“바지-스커트에 큼지막한 ‘왕포켓’,

함이 ‘주 주 ’”

[그림 15-b]조선일보,1998.7.10.,“첨단소재 ‘라이크라’떴다”

[그림 15-c]조선일보,1998.8.21.,“아이디어로 승부...이색 의류 뜬다”

[그림 15-d]조선일보,1998.12.3.,“패딩 제품 ‘토 확장’”

[그림 15-e]조선일보,2004.8.26.,“올가을엔 ‘아우트로룩’이다”

[그림 15-f]동아일보,2004.8.20.,“운동하니?날 !옷이 날개야”

[그림 15-g]동아일보,2006.2.17.,“바지정장에,,,원피스에,,,‘나,스니커즈

신는다’”

[그림 15-h]한겨 ,2010.2.25.,“ 비가 내리면 장화를 신어 ”

[그림 15-i]조선일보,2010.7.2.,“캠핑룩 이 게 입으면 쁘다”

[그림 15-j]동아일보,2012.6.29.,“英 록페스티벌 스타들이 신은 고무부

츠,쏜살같이 한국 상륙”

[그림 15-k]동아일보,2012.6.14.,“산으로 가자,아웃도어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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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aimsatexaminingarapidchangeofcontemporary

Korean women'sclothingforthelasthalfacenturyintermsof

morality.Koreadevelopedatanalarmingrategoingthroughperiods

ofshortage and confusion afterliberation,joining in theflow of

globalization since 1990s.These days,through a new cultural

phenomenonoftheKoreanWave,itcametoexpanditsinfluence

overseas.In this process,with active culturalcontactwith the

outside,ourownvaluesandmoralsensecenteredonConfucianism

have been shaken continually.Such a socioculturalcontext has

exercised directand indirectinfluenceoverthechangeofKorean

dress,makingtheconceptofdress-moralitychangeable.Especially,

afterholdingtheAsianGamesin1986andtheOlympicGamesin

1988,Koreacametowitnessphenomenaofglobalism andpluralism.

Therefore,it'spossibletoanalogizethattherewasachangeinthe

socioculturalcontextbefore․after1990ssotherewasalsoa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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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meaningofdress-morality.

Forthis research aim,this study analyzed whateffectKorean

socioculturalcontextbefore․after1990sfrom 1945liberationto2012

hasonKoreanwomen'sdress-moralitybyestablishingaviewpoint

ofdress-moralitythroughdiscussionabouttheconceptofmorality

from thephilosophical․sociologicalanglesandexaminingcategories

ofdress-moralityandsocioculturalinfluencingfactors.

Researchfinding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ly,moralityistheconcepttocompriseamoralprinciple․

value․judgment․behaviorasthemoralnature.Inthediscussionof

thephilosophicalandsociologicalfields,moralitymaybedividedinto

thepersonal․socialaccording tothesubjectofmorality.Alsoit

may be divided into the universal․plural․invariable․flexible

accordingtotherangeofapplicationandchangeofcontents.Inother

words,itmay beclassified intomorality universaland invariable

regardlessofanindividualorasocietyandflexiblemoralitythatcan

beinterpretedplurallyaccordingtothesocial,periodicorsituational

contexttowhichanindividualbelongs.

Secondly,asfordress-morality,itscriterionandcontentschange

accordingtothechangeofthesociety,influencedbythesociocultural

contexttowhichawearerbelongs.Dress-moralitymaybeidentified

as 5 kinds ofcategories,ormodesty,materialism,fashionability,

industrialethicality and functionality.Itmay be summarized as

follows.Modestyhassomethingtodowithexposureofabodyand

conformity to dress norms.Materialism relates to extravagance․

waste․overconsumption․trend-chasing․pleasure in dressing.

Fashionabilityrelatestoalignmentwithpopulartrendacceptedasthe

periodic ideal beauty and conformity to its aesthetic principle.

Industrialethicality is aboutethnicalissues ofthe contemporary



-221-

fashionindustriesincludingbusinessconsumptionethics.Functionality

hassomething todowithhealth ․sanitation․increaseofphysical

activitiesobtainedthroughwearing ofdress.

Thirdly, this study identified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influencing Korean women'sdress-morality from theliberation till

1990sas5kindsoffactors,ormoralanomie,recklessacceptanceof

theWesterncivilization,changeoffamilyvaluesandsexualmorality,

mammonism and luxurioustrends,and lack ofrecognition on the

environmentalissues.Andtheresulting contentsofdress-morality

areasfollows.

As formodesty,trend ofbody-exposing dress afterliberation

cametobecriticizedanddressingfittingforT.P.Owaspursuedwith

formationofthemasssociety.Asformaterialism,smuggling and

preferenceforforeign-madegoods,luxurywestern-styledressofthe

wealthyclass,extravaganceandoverconsumpionindress,werethe

targetofcriticism.Asforfashionability,unconditionalobeyingofthe

westernfashionwascriticizedbutwesternstylecametobeapplied

graduallyastheaestheticprinciple,givingemphasisonindividuality

with freedom ofindividualexpression.Asforindustrialethicality,

passive measures were conducted on the labor issue and

environmentalpollution with lack ofmoralconsciousness.As for

functionality,improvementofKoreandressandclothingsimplification

movementoccurred,convenientandpracticalwestern-styledresswas

generalizedandsportsandcasualwearappeared.

Fourthly,thisstudydefinedKoreansocioculturalcontextinfluencing

Koreanwomen'sdress-moralitytillnow since1990sas5kindsof

factors,ordistrustofmorality and lack oftransparency,matured

popularcultureandglobalization․information,changeoffamilyvalues

andpursuitofhealth․youth,consumption-orientedcultureandsexual



-222-

openness․commercializationandenvironmentalprotectioncampaign.

Andtheresultingmeaningsofdress-moralityareasfollows.

Intermsofmodesty,exposureofabodyhasbeendoneboldlyin

itspartandmodethoughevokingmuchcontroversyandsometimes

gotten a positive evaluation showing the body underthe proper

control.Inaddition,thoughimproperdressingisstillcriticized,dress

norm was often weakened on the circumstances.In terms of

materialism,extravagance․waste․overconsumptionofdressarestill

criticized,however,along with generalization ofextravagance and

overconsumption,sometimesit'sregardedtobepositiveforseeking

forpleasureandself-satisfaction.Intermsoffashionability,dressof

Koreanwomenisunderthedirectinfluenceofaglobaltrend.While

followingthepopularfashionisassumedtobemoral,variousstyles

havebeenpaidregardasthepursuitofindividualityandexpression

ofapersonaltaste.Intermsoftheindustrialethicality,recognition

on ethicalissueshasbeen expanded,increasingly moving on the

recoveryofethicalityofenterprisesandconsumers.Functionalityhas

beenpursuedmoreactivelyalongwithuseoffunctionalfabricsby

development of textile technologies and segmentation of dress

accordingtothesituation.

Fifthly,whencomparingKoreansocioculturalcontextsbefore․after

1990s, this study shows that ethicality of Koreans became

multi-facetedenteringtheageofglobalizationandinformation,with

weakening ofthe traditionalvalues.So,interpretation on Korean

women's dress-morality came to undergo changes. Modesty․

materialism․ fashionability appeared aspluraland variablevalu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context,showing that

interpretationvariedfrom themulti-sidedviewpointaccordingtothe

condition after1990s.On theotherhand,industrialethic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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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ity have been regarded as the universaland invariable

valuesandcriticizedifnotpursued,showingthatsuchrecognition

hasbeenexpandedandintensifiedsince1990s.Koreansociocultural

changeshavebeenreflectedinwomen'sdress,mostresponsiveto

such changes in the living culture. Changes of aesthetic

consciousness,relatedtomoralitywiththoseofKoreansocietyand

culture,arecontinually evolving asthedriving forceforchanging

Koreanwomen'sdress.

ThisstudytriedtorecordhistoricalaspectsofKoreanwomen's

dress with Korean socioculturalchanges from acceptance ofthe

western culture after liberation to pursuit of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Ithassignificanceinthatitaccumulatedbasicdatafor

understanding Korean dress through exploring a paradigm of

dress-moralityinthemodernizationofKoreandress.

keywords:Dress-Morality,Modesty,Materialism,Fashionability,

IndustrialEthicality,Functionality

StudentNumber:200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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