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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뉴미디어 시 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실

시간 소통구조의 가상 공동체를 형성하 고,새로운 소통과 자아표 매

체로서 이미지의 요성이 강조된다.소셜 네트워크에서 패션의 수용자

가 주체 으로 패션 정보를 변형,재조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함으

로써 나타나는 퍼스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본 연구는 뉴미디어

시 자아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의 요성을 인식하고,퍼

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진행

되었다.

퍼스 패션블로그는 컴퓨터 스크린에 투 된 블로거의 패션이미지에

한 블로거 자신과 타인,내면의 응시구조를 통해 블로거가 주체 으로

다면 자아의 속성을 드러내는 기제라 할 수 있다.자아이미지는 뉴미

디어 환경에서 복합매체에 의한 창의 인 조작을 통해 실제 , 실

이미지에서 가상 ,환상 이미지까지 다 표 이 가능하다.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을 분석하기 한 개념을 도출하기

해 사회문화 자아이미지,정신분석학에서 Lacan의 응시와 무의식 구

조,자아개념 등에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상상 자아,사회 자아,

본질 자아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 다.상상 자아는 나르시시즘,

퇴행,동일시,가상성의 세부 유형으로,사회 자아는 역할의 상징성과

타자의 욕망으로,본질 자아는 1차 본능,실제 실, 상 a,주이

상스,성 도착으로 분류되었다.

사례연구는 다양한 로벌 매체의 검증을 통해 자아이미지 유형분석

에 합하다고 단된 퍼스 패션블로그를 스타일버블,스타일루키,패

션토스트,체리블로섬걸,블론드샐러드의 총 5개로 선정하 다.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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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에 한 ,가족사진이나 개인의 소지품,동일시하

는 상 등 자아이미지가 반 된 총 773개의 포스트를 도출하여 자아이

미지 유형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 다.

상상 자아이미지에서 나르시시즘은 주로 패션스타일에 한 소신과

만족에 한 내용으로,퇴행은 어머니를 포함한 유년기 이미지와 세,

19세기,20세기 패션 등 과거 시 를 재 하는 트로,빈티지 이미지로

나뉘었다.동일시는 음악과 화를 비롯한 문화· 술의 다양한 역에

하여 나타났고,가상성은 신화 ,동화 , 실 , 는 몽환 분

기의 가상 상황과 실 존재나 인간의 신체가 분리,해체, 왜곡

되어 나타나는 가상 신체로 표 되었다.

사회 자아이미지에서 역할의 상징성은 블로거의 나이,성별,국 ,

이름,직업,가족 계 등 자신의 개인 배경,거주지 특성,라이 스타일

과 취향에 한 자기소개가 표 이다.블로그 운 상황과 비 ,팔로

어와의 소통 등 블로거의 역할과 인간 계,사회 활동 등도 포함된다.타

자의 욕망은 쇼핑과 뉴 아이템을 심으로 블로거의 개성 있는 스타일

소개와 패션 크 스타일이 표 이며,콜라보 이션,인터뷰,스피치,

랜드 행사와 티 참여,잡지 화보 촬 ,수상 등 블로거의 사회 자

아가 가장 완성된 형태인 성취도 요한 사례로 나타났다.

본질 자아이미지에서 1차 본능은 생리 ,심리 본능이,실제

실은 경제 상황이 주된 사례로 나타났다. 상 a는 블로거의 욕망과

결핍의 상으로 라다이스,이상 아름다움,이루지 못한 꿈,물신

페티시즘 등으로 표 되었다.주이상스는 결혼,성별,패션 등에 한 사

회 고정 념을 탈피하려는 시도,두려움에 한 극복,삶과 죽음에

한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성 도착은 성에 한 왜곡과 강조로 표 되

었는데,성기의 노출,가슴 강조,코르셋의 변형,속옷의 겉옷화 등의 사

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블로거의 개인 배경,문화· 술 경험과 취향,트

드와 사회 성취 등이 자아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자아이미지 유형은 상상 자아의 비 이 커질수록 사회

자아의 비 은 반비례하고,본질 자아의 비 은 비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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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블로그 반에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상 자아와 본질

자아의 1차 본능,실제 실이 많이 등장하지만,블로그가 성장해 갈

수록 사회 자아의 비 이 속도로 커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개인의

일상을 심으로 시작된 블로그가 차 의 심과 문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자기도취 이며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자아이미

지에서 역할의 상징과 욕망의 상으로서 사회 자아이미지로 체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상상 자아와 사회 자아 사이의 갈등이 본

질 자아이미지로 표 되기도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상상 ,사회 ,본질

자아는 자아이미지 성향에 따라 특정 스타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상상 자아의 속성인 나르시시즘,퇴행,동일시,가상성은 키덜트 스

타일, 트로 스타일,에스닉 스타일, 실 스타일 등으로 표 되었다.

사회 자아이미지에서 역할의 상징성은 유니폼 스타일,기능 스타일

등 특정 상황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표 하는 TPO지향 스타일로 나타

났다.타자의 욕망은 시즌 칼라,소재,디자인 등 다양한 트 드를 극

으로 반 한 트 디 스타일과 특정 랜드 홍보를 한 콜라보 이션

스타일로 표되는 랜드지향 스타일로 표 되었다.마지막으로 본질

자아이미지의 1차 본능,실제 실,성 도착, 상 a,그리고 주이

상스는 구두,가방 등 패션상품에 집착하는 물신주의 페티시 스타일,

좀비와 마멋 등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표 하는 그로테스크

스타일,블랙 앤 화이트의 고스트,뱀 이어,죽은 사람을 연상시키는 고

스 스타일 등으로 표 되는 경향을 보 다.

퍼스 패션블로그는 개인의 상상 자아가 가장 자유롭게 표 되며,

1차 본능과 내면의 실제를 표출하는 본질 자아도 가시화 할 수 있다

는 에서 역할의 상징과 욕망의 상으로서 사회 자아를 표 으로

표 해왔던 기존의 패션 매체와 차별화된다.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는

개인의 미 취향으로 나타나며,퍼스 스타일은 로벌 네트워크와 유

통구조 속에서 차 획일화되어가는 패션에 신선한 자극과 감을 제공

한다.본 연구를 통하여 무의식 세계가 반 된 자아표 의 장으로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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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의 요성, 패션에서 퍼스 스타일의 요성,개인의 자아이미

지가 블로그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패션시스템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요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하 다.

연구 결과 도출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은 디자인과 마 등

패션의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다.첫

째,퍼스 스타일에서 블로거의 참신한 사고와 감각은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술과 련 분야의 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는 문화· 술

소재의 창의 활용,상상력을 가시화시키는 연출과 촬 기법,과감하고

독창 인 스타일링 등에 용할 수 있다.둘째,인터넷 패션아이콘으로서

블로거의 향력은 트 드 제시와 랜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다.1인 미디어인 블로그 뿐 아니라 다양한 패션 문 매체와의 콜라보

이션을 통한 마 은 패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셋째,

퍼스 스타일은 패션 소비자 로 일을 구축하는데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다.팔로어를 블로거와 유사한 취향을 지닌 잠재 소비자로 고려

할 때, 랜드 기획 시 자아이미지 유형별 스타일을 분석하여,소비자 타

겟에 맞는 패션스타일을 개발하고 랜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

다.이는 패션이 추구하는 소비자 지향 디자인과 마 의 토 가

되리라 기 한다.

주요어 :퍼스 패션블로그,퍼스 스타일,사회문화 자아이미지,

라캉의 응시,무의식 구조와 자아개념,상상 자아,사회

자아,본질 자아

학 번 :2009-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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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뉴미디어 시 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가상 공동체를 형성하 고,새로운 소통 매체로서 이미지의

요성이 강조된다.뉴미디어 시 의 이미지는 상상의 역을 실 하며,

원본의 복제를 넘어 이미지의 변형 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는 Mcluhan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세계에 한

인간의 지각방식과 의사소통의 변화를 가져왔다.1)이러한 흐름을 표

하는 소셜 미디어로서 블로그는 개인의 일상에서 정치,경제,문화,

술 등 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2),패션의 창조 감을 제시하고 트 드를 리드하는 패션 담

론 유통의 장으로도 부각되고 있다.다양한 로벌 매체가 인증한 워

블로그는 블로거만의 독특한 문체와 개성 있는 패션스타일로 의

폭발 심과 인기를 얻었다.디자이 를 비롯한 패션 문가의 인정

을 받은 스타 블로거는 인터넷 패션아이콘으로서,세계 각 국의 패션쇼

에 되어 바이어,에디터와 같이 캣워크 앞 (frontrow)에서 쇼를

람하며 디자이 와 컬 션을 소개하고,유명 잡지의 특집 화보를 장

식하기도 하 다.자신의 스타일 뿐 아니라 패션 피 과 스트리트 패션

도 소개하며,패션 잡지의 에디터 활동 다양한 랜드와의 콜라보

이션(collaboration) 등으로 블로거 리티(bloggerbrity)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향력이 확 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발달은 패션의 시가치를 높이고 술과 더불어

패션의 민주화, 로벌화에 기여하면서,패션이 순수 술과는 차별화되

는 독립 인 아우라(Aura)를 형성하는데 일조하 다.20세기 패션이

1)박 욱.(2008).매체,매체 술 그리고 철학.서울:향연,47.

2)Bortree,D.(2005).PresentationofSelfontheWeb:anethnographicstudyof

teenagegirls'webblogs.Education,Communication& Information,5(1),27-28.



-2-

디자이 고유의 철학과 미학을 바탕으로 랜드의 아우라를 형성해왔

다면,뉴미디어 시 는 패션의 수용자가 주체 으로 패션 정보를 변형,

재조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나타나는 퍼스 스타일

(personalstyle)의 아우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퍼스 스타일은 인터

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아를 표 하는 가시 수단이며 복합매체를

통해 창의 인 조작이 가능하여 실제 , 실 이미지에서 가상 ,환

상 이미지까지 다 표 이 가능하다.특히 블로거가 자신의 사진

을 올리고 스타일을 분석하는 퍼스 패션블로그는 패션 블로깅

(blogging)의 심 형태로 자리 잡았고,자아에 한 다양한 기술들

을 용함으로써 정체성 형성의 요한 장이 되었다.3)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블로거의 패션이미지는 패션 잡지와 같은

기존의 패션 매체에 표 된 사진과 차별화된다.패션사진이 사진 작가

나 연출자 등 제 3자의 시각에서 남성 응시의 상으로 표 되어 온

반면,블로그는 블로거가 패션이미지의 상이자 주체로서 자유롭게 이

미지를 표 하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블

로그의 패션이미지는 블로거의 주체 시각에서 창조된,그리고 조작된

자아이미지를 투 하고 있다.따라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패

션이미지는 뉴미디어 시 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아이미지가 어떠

한 유형과 스타일로 표 되는지 연구하는데 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블로그에서 카메라,컴퓨터 스크린,블로거의 사진 이미지,그리고

블로거 자신의 상호 계는 정신분석학 에서 응시(gaze)를 심

으로 주체형성을 논한 Lacan의 시각이론을 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블로거는 카메라의 시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다시 블

로그를 통해 컴퓨터 스크린에 비춰진 자신의 이미지를 보는 주체가 되

며,블로그 이용자들의 댓 은 블로거의 자아 이미지를 찰하고 응시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인

응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Lacan은 응시에 의한 주체 형성을 연

구한 표 정신분석학자로서 상상계(the Imaginary),상징계(the

3)Rocamora,A.(2012).PersonalFashionBlog:ScreensandMirrorsinDigital

Self-portraits.FashionTheory,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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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실재계(theReal)의 무의식 구조를 근간으로 이상 자아

(IdealEgo),자아 이상(EgoIdeal), 자아(SuperEgo)라는 세 가지 자

아 개념을 제시하 다.

자아는 주로 에고(ego)와 셀 (self)라는 용어로 표 되며,사회문화

으로 자아개념,정체성,자아이미지,자기의식,자아범주,자기가치,

인상형성 등과 련하여 연구되어왔다.자아이미지에 한 분류는

Sirgy(1982)4)의 실제 자아이미지(actualself-image),이상 자아이미지

(idealself-image),사회 자아이미지(socialself-image),이상 사회 자

아이미지(idealsocialself-image)가 표 이다.본 연구는 사회문화

자아이미지와 정신분석학에서 Lacan의 자아개념에 한 고찰을 바탕으

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를 상상 자아(Imaginary

Ego),사회 자아(SocialEgo),본질 자아(RealEgo)의 세 가지 유

형으로 도출하 다.각각의 자아이미지 유형별 속성에 따라 퍼스 패

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사례를 분석하고,패션스타일을 도출하여 해

석하고자 하 다.

국내·외 블로그에 한 연구는 최근 언론정보와 미디어,마 ,소

비자 분야에서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심리학,정신분석학

에서 자아이미지와 소셜 미디어에 련해 다루어진바 있다.맹정

(2012)5)은 모바일 미디어의 일상화를 화두로 삼아,Freud와 Lacan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미디어라는 외 실재가 주체와 맺는 계를 해명

할 수 있는 메타심리학 인 토 를 제공하는 일에 을 맞췄다.모바

일 미디어의 일상화는 상상 인 것으로서 이미지,상징 인 것으로서

시니피앙(signifiant),실재 인 것으로서 주이상스(jouissance)라는 세

가지 구성 차원의 상호 계를 근원 으로 재조정하는 계기라고 하

다.나은 (2011)6)은 심리학 에서 소셜 미디어의 이용 심리를

4)Sirgy,M.J.(1982).Selfconceptin ConsumerBehavior:A CriticalReview,

JournalofConsumerResearch,9,287-300.

5)맹정 .(2012).포터블 자아:새로운 미디어,새로운 육체에 한 정신분석학

고찰.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디지털,테크놀로지,문화. 주:한울.258-274.

6)나은 .(2011).심리학 에서의 소셜 미디어.한국언론학회:제 38 한국언

론학회 제1차 기획연구 한국사회의 정치 소통과 SN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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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는데,소셜 미디어에서 ‘자기 제시’는 ‘자기 감시’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 자아’의 속성을 지닌다고 하 다.신명희(2009)7)는

Jones(1990)의 자기표 형성의 다섯 가지 략인 능력과시,모범화,감

정표 ,환심사기,애원하기를 바탕으로 블로그의 이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환심사기 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수미(2001)8)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이 실의 한계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이는 고정된 실로부터의 탈출

이며 자신을 넘어서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실에서 제한되어 있

는 욕구나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모습,억압되어 있는 개성표 욕구를

사이버 공간에서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Rocamora(2012)는 퍼스

패션블로그에 한 연구에서 블로그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디지

털 자화상을 보여주는 정체성 형성의 장으로 활용됨을 증명하 다.

Colliander& Dahlén(2011)9)은 소셜 미디어 시 는 온라인 잡지보다

블로그의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패션블로그에 하여는 주로 패션 정보 매체로서 블로그의 요성

과 황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매우 기 단계이다.김문 ,김

화연,김세은(2011)10)은 블로그의 유형을 크게 패션 미디어(29%), 매

홍보(28%),개인의 취향(25%),트랜드 리더(18%)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조수안(2010)11)도 온라인 패션 제도로서 패션 블로고스피어

(blogosphere)내에서 블로그 유형을 수용자 지향 (Audience-Oriented)

산업내부자(IndustryInsider),자기 지향 (Self-Oriented)산업내부자,

자기 지향 산업신참자(IndustryNovice),수용자 지향 산업신참자

7)신명희.(2009).개인미디어에서의 자기표 략 미디어 운 특성: 학생의 블

로그 이용 동기와 성별을 심으로.커뮤니 이션학 연구,17(3),33-59.

8)유수미.(2002).아바타의 패션 마 략 연구.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2(2),5.

9)Colliander,J.andDahlén,M.(2011).Following theFashionableFriend:The

PowerofSocialMedia-WeighingPublicityEffectivenessofBlogsversusOnline

Magazines.JournalofAdvertisingResearch,March,313-320.

10)Kim,M.,Kim,H.,Kim,S.(2011).A StudyontheTypesandCharacteristics
ofFashion-RelatedBlogs,InternationalJournalofCostumeandFashion,11(2),

65-78.

11)Jo,S.(2010),FashionBlogasaNew MediaforCommunicatingGlobalFashion

Image,연세 학교 커뮤니 이션 학원 석사학 논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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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홍인숙 외 4인(2011)12)은 문 정보원으로서

패션 워블로그의 구성과 특징에 해 연구하 고,홍병숙 외 3인

(2012)13)은 패션블로그의 특성이 몰입,만족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새로운 마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

는 패션블로그의 요성을 강조하 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시 자아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

의 요성을 인식하고,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블로거는 컴퓨터 스크린에 투 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동시에 바라보는 주체가 되고,블로그에 표

된 자아이미지는 패션과 자아의 다양한 속성을 가시 으로 드러낸

다.특히 Freud의 이상 자아로의 회귀를 지향했던 Lacan의 상상

자아개념은 량 생산과 유통으로 획일화되는 패션의 홍수 속에서 패

션의 창의 속성을 고취시킨다.따라서 패션의 주체로서 개인 취

향의 요성을 확인하고 블로그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표 되는 자아이

미지 유형과 스타일은 패션의 다양한 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요한

토 가 되리라 기 한다.본 연구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뉴미디어 시 의 자아이미지와 자아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의 역할에 해 밝힌다.

둘째,자아이미지 개념에 한 이론 배경으로 사회문화 자아이

미지와 정신분석학에서 라캉의 응시와 자아개념을 고찰하여 퍼스 패

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분석의 틀을 개발한다.

셋째,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유형의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의 유형별 패션스타일

을 도출하여 해석한다.

12)홍인숙,이보람,오지 ,임정은,노선 .(2011). 문 정보원으로서의 패션 워블

로그의 구성과 특징에 한 탐색 연구.복식문화연구,19(5),1045-1046.

13)홍병숙,권유진,이재욱,류은숙.(2012).패션블로그의 특성이 몰입,만족 구

의도에 미치는 향.한국의류학회지,36(2),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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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방법과 범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분석의 틀

을 개발하기 해 먼 뉴미디어 시 의 자아이미지와 자아표 의 장

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의 특수성,사회문화 자아이미지,정신분석

학에서 라캉의 응시와 자아개념 등에 한 문헌연구를 문서 ,논문,

신문,잡지,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 다.사례연구는 연구자

의 시각으로 도출한 자아이미지 유형 분석의 틀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

인의 자유로운 행 를 분석하는 민족지학 연구 방법인 네트노그라피

(netnography)14)를 용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된 과 이미지를 분석

하 다.네트노그라피는 Kozinets(2002)15)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

니 이션을 통해 태어난 문화와 커뮤니티를 연구하기 하여 민족지학

연구 방법을 용한 새로운 질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블로그 선정을 해 다양한 로벌 매체의 인증을 평가

하 다.국외 워 블로그 인증은 주로 블로그의 가치를 환산하거나 인

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로 순 를 결정하는 방법 등 체계

이며 다양한 평가방법이 용되는데,국내에 비해 평가 차가 비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알 사(alexa.com)는 1996년 설립 이래 업계

에서 가장 큰 표본 집단,즉 알 사 툴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가장

권 있는 트래픽 조사 기 으로 인정받고 있다.알 사 사이트의 순

14) 지조사를 통해 집단의 사고와 생활상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문화기술지를 온라인 환경으로 가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운 되는 게시

과 같은 표 의 장을 참여․ 찰하여,거기에서 드러나는 집단의 사고와 생활상을

악하는 기법으로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한 과학 인 방법과 과정,결과를 총칭

한다.네트노그라피는 기존 질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식으로 사용되던 포커스 그

룹 인터뷰(focusgroupinterview)나 일 일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던 자료 왜곡의 문

제 을 보완하 다.연구 상에게 강제 자극을 주지 않아 행동과 내용의 순수성

이 변형되지 않으며,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서를 그 로 따라감으로써 상황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설명이 가능하다.최아 ,나종연.(2010).네트노그라피를 활용한 소

비자의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 참여행동 분석.소비자학연구,21(1),8-9.

15)Kozinets,R.V.(2002).TheFieldBehindtheScreen:UsingNetnographyfor

Marketing Research in OnlineCommunities.JournalofMarketing Research,

39(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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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블로그 이름을 검색하여 방문한 방문객의 수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수,각기 다른 나라에서 블로그를 방문하는 수 등을 근거로 제시된

다.16)국내 패션블로그는 아직 국제 인 인정을 받거나 순 안에 들

어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구 상으로 삼지 않았다.

사례 연구는 알 사를 비롯하여,블로그러빈(bloglovin.com),네타포

르테(netaporter.com), 패셔니스타(fashionista.com), 탑사이트블로그

(topsitesblog.com),시그니쳐나인(signature9.com),스타일(style.com),

텔 그래 (telegraph.co.uk)등 다양한 로벌 매체로부터 최근 34̴년

간 가장 많은 인기와 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온 퍼스 패션블로그

특별히 패션계와 매스컴의 많은 주목을 받은 여성의 블로그를 선별

하 다.이 스트리트 패션이나 패션 정보 보다는 자신에 한 사진

과 포스 을 주로 성장하 으며,신발,구두나 액세서리 같은 특정

패션아이템이 아닌 의상을 심으로 반 인 패션 스타일링에 을

두어 자아이미지 표 을 분석하는데 합하다고 단되는 최종 5개의

블로그를 선정하 다. 국 런던에서 홍콩계 Lau가 운 하는 스타일버

블(stylebubble.typepad.com),미국 시카고에서 11세부터 블로그를 시작

한 Gevinson의 스타일루키(thestylerookie.com),샌 란시스코를 심으

로 일본계 미국인 Neely가 운 하는 패션토스트(fashiontoast.com),

랑스 리에서 패션디자인 공 학생이었던 Bancourt가 운 하는 체리

블로섬걸(thecherryblossomgirl.com),이탈리아 라노에서 법 생 출신

Ferragni가 운 하는 블론드샐러드(theblondesalad.com)이다.뉴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블로그에서 블로거는 자신이 원하는 설정에서 직 촬

하여 자아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상을

여성의 블로그로 한정하여,기존 패션 매체에서 주로 제 3자인 남성

시각의 상으로 제시된 이미지와 차별화된 자아의 주체 인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하 다.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와 포스 분석은 패션블로

그가 본격 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3년 6월 까지를 연구

16)홍인숙,이보람,오지 ,임정은,노선 .(2011).op.cit.,103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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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네트노그라피를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각 블로그마다

아카이 의 시작 년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별 분석하 다.이

미지와 포스 은 스트리트 패션,셀러 리티 패션,패션쇼나 랜드 홍

보를 한 디자이 와 패션 기사 등을 제외하 고,블로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소개하는 본인의 사진과 포스 내용에서 자아이미지가 반

되었다고 단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선별하여 자아이미지 유형을 분석

하 다.블로거의 은 때때로 일기처럼 다양한 스토리를 포함하는 경

우도 있어서 이미지와 련된 내용만을 참작하 다.그리고 같은 장소

에서 유사한 분 기로 촬 했거나,패션 크와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 등 반복 이고 유사한 이미지는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1개씩만

선택하 다.

블로그는 매일매일 최소 1-3개 혹은 4-5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

며,때때로 블로거의 사정에 따라 2-3일에서 5-6일 간격으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블로그에 따라 매달 포스 개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총 개수를 셀 수 있으나,그 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평균을 내어

략 인 개수로 명시 하 다.선정한 연구 상과 범 는 ［표 1］과

같다.스타일버블은 2006년 3월에 시작하여 총 2,300여 개의 포스 이

이루어졌고,이 자아이미지 련 251개의 포스트를 선정하 다.스

타일루키에서는 2008년 3월부터 총 666개의 포스트 165개,패션토

스트는 2008년 1월부터 총 1240개의 포스트 110개,체리블로섬걸은

2007년 2월부터 1,200여 개의 포스트 115개,마지막으로 블론드샐러

드는 2009년 10월부터 총 1759개의 포스트 132개를 도출하 다.따

라서 5개 블로그의 총 7,165여 개의 포스트에서 블로거 자신의 이미지

를 심으로 자아이미지가 반 된 포스트를 최종 773개 도출하여 자아

이미지 유형의 사례와 스타일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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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블로거
사례조사

기간

총 이미지 

개수

자아이미지 

개수

스타일버블

stylebubble.typepad

.com

수잔나 라우

Susanna Lau

2006.3

~2013.6
약 2,300 251

스타일루키

thestylerookie.com

타비 게빈슨

Tavi Gevinson

2008.3

~2013.6
666 165

패션토스트

fashiontoast.com

루미 닐리

Rumi Neely

2008.1

~2013.6
1,240 110

체리블로섬걸

thecherryblossomgirl

.com

알릭스 반코트

Alix Bancourt

2007.2

~2013.6
약 1,200 115

블론드샐러드

theblondsalad.com

키아라 페라그니

Chiara Ferragni

2009.10

~2013.6
1,759 132

Total 7,165 773

［표 1］연구의 상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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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자아표현의 장으로서 퍼스널 패션블로그

   뉴미디어시대의 자아이미지

자아이미지 개념에 관한 고찰

퍼스널 패션블로그의 자아이미지 유형과 분석 틀

제 3 장  퍼스널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사례 연구

퍼스널 패션블로그의 현황 및 연구대상

자아이미지 유형별 사례

종합적 논의 >> 자아이미지 유형의 특성과 형성 요인

                            자아이미지 형성의 장으로서 블로그의 의미

제 4 장  퍼스널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별 스타일 해석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 해석

종합적 논의 >>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른 스타일 선호

                   자아이미지 유형별 스타일의 의미와 활용

제 5 장  결  론

제

［그림 1］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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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자아 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

뉴미디어 시 에 이르러 기술매체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향력은

더욱 증 되었으며,인간의 일상 인 삶과 경험도 매체에 더욱 의존하

게 되었다.17)20세기 반부터 Benjamin,Berger,Mcluhan,Virilio등

의 학자는 새로운 매체 발달에 하여 공통 으로 요한 을 제시

하 는데,새로운 술 형식의 등장과 이미지의 요성,그리고 인간의

감각 능력 확장이라는 지각 방식의 변화이다.뉴미디어는 차 정치,

경제,사회 뿐 아니라 문화와 술 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역에 새로운 소통구조를 형성하는 변화를 가져왔다.컴퓨터,인터페

이스,네트워크는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도입했으며,컴퓨터 모니터의

창은 새로운 일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18)

뉴미디어의 가상공간은 시공을 월한 이미지의 달과 공유,소비

자와의 실시간 소통, 로벌 패션 유통구조의 확산을 가능 하 을 뿐

아니라,자아 표 의 새로운 장으로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블로그

는 뉴미디어 시 의 표 소셜 미디어이며,개인의 패션스타일을 통

해 자아이미지를 표 하고 달하는 퍼스 스타일 블로그가 주목을

받고 있다.여기에서 자아이미지가 어떠한 속성과 형식으로 표 되는

가,그리고 패션의 역할은 무엇인가는 매우 요한 문제이다.

17)박기 .(2006).문화콘텐츠를 한 미디어미학.서울:만남,12.

18)임정택.(2005).디지털 문화의 지형도를 한 노라마(1).연세 학교 HUNO

로젝트 연구단 엮음.기술매체 시 의 텍스트와 미학,서울:연세 학교 출 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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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뉴미디어 시 의 자아이미지

1.뉴미디어 시 의 이미지

1)이미지의 의미와 요성

뉴미디어의 등장은 실과 가상,원본과 이미지,물리 실재와 비

물리 환상의 경계를 무 뜨렸다.우리는 원본 없는 이미지의 시 ,

고정된 물리 실재의 존재론 우월성이 더 이상 인정받지 않는 시

에 살게 되었다.이러한 세계에서 본질에 한 표상이나 재 은 의미를

상실한다.19)Debord는 “한 번 생존했던 모든 것은 단지 재 일 뿐이

다.”라며 사회에서 이미지의 요성을 언 하 다.Baudrillard도

재 과 재생의 형태로서 이미지의 향력을 강조하 는데,뉴미디어 시

의 디지털화는 우리사회의 모든 메시지와 기호(sign)를 마법화한다고

주장하 다.이들의 암호,기호,이미지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기표가 아

니라 패션에서 상을 이상 인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기호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20)

뉴미디어는 새로운 지각작용을 확장하고,이미지를 재창조한다.끊

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고,지각되고 사유되는 존재 자체인 이미지는

이 시 가 이미지의 시 라는 것을 증명한다.21)정신분석학에서 Lacan

은 인간의 육체가 말과 이미지를 통해 형성됨을 주장하는데,이는 미디

어가 메시지이자 인간의 확장이라고 표 한 Mcluhan의 입장22)과 유사

한 이다.Lacan에 따르면,무의식이란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축

되어버린,우리의 욕망에 의해 투자된 타자들의 언어와 이미지라는

19)이유선.(2008).디지털 매체와 실재의 문제.사회와 철학,(16),45.

20)Karaminas,V.(2012).Image:Fashionscapes-NotesTowardanUnderstandingof

MediaTechnologiesandTheirImpactonComtemporaryFashionImagery.In

Geczy,A & Karaminas,V.(Eds.),FashionandArt,London,New York:Berg,

182-183.

21)임 길,최창희.(2011),디지털 시 의 술과 이미지 변화 연구,기 조형학회,

12(2),409.

22)McLuhan,M.(1997).미디어의 이해.(박정규,옮김).서울:　커뮤니 이션북스.

(원서출 1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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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3) 한,자아란 통일성과 숙달된 느낌을 주는 환 이미지에

근거한다.Lacan에게 자아는 이미지로부터 형태를 취하며,이미지의 효

과라는 상상계의 기능이다.24)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이미지가 자아의

가시화된 형태라는 개념 하에 무의식 세계가 반 된 자아가 블로그에

서 어떠한 이미지로 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2)패션이미지의 역할 변화

뉴미디어 시 에 패션이미지의 생산과 소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25)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패션이미지가 다양한 정보로 활용되어 소비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드러난다.

재 의 방식으로 패션이미지는 문화와 정치 변화를 형성하는 사

회 힘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왔다.Karaminas(2012)는 패션스 이

(fashionscap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패션의 시각 이미지가

세계에 향을 미치는 방식을 의미한다.블로그,유투 (youtube),트

터(twitter)등 매체 기술과 련한 뉴미디어의 산물을 의미하는데,최

근 이들의 향력은 무척 증가하고 있다.26)사진가와 이미지 메이커가

디자이 와 랜드의 히스토리,핵심가치,타겟 마켓 등을 표 하기

한 특정 스타일이나 미 감각을 포착하여 표 해왔다면,컴퓨터에 기

반을 둔 뉴미디어는 의미의 순환과 이해,청 의 수용에 한 향력에

해 다른 차원을 가져왔다.블로그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는 객

이 패션이미지의 생산에 여하도록 하는데,패션과 스타일에 한 사

진을 올리거나,다운로드하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포럼에 기

여하고 창의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진하고 있다.이러한

기술 재는 패션에 한 엘리트 그룹과 공인된 미디어에 의한 규제

가 아닌 의 근을 허용함으로써 근본 으로 패션시스템을 확장하

23)맹정 .(2012),op.cit.,260.

24)Homer,S.(2006).라캉읽기.(김서 ,옮김).서울:은행나무.(원서출 2005),55.

25)Khan,N.(2012).CuttingtheFashionBody:WhytheFashionImageisNo

LongerStill.FashionTheory,16(2),237.

26)Karaminas,V.(2012).op.cit.,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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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뉴미디어는 패션의 지각방식과 수용방식을 변화시키며 패션이미지

의 확산을 통해 패션의 민주화를 이루었다.ASVOF(A ShadedView

ofFashionFilm festival)의 창시자 Pernet은 “패션이 더 이상 250명의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

공된다.”고 이야기했다. 패션은 모더니스트의 물질 상에서 이

미지와 상의 자극 역할로 변형되었고,뉴미디어 환경은 을 향

한 패션이미지 달을 가속화하 다. 한 모든 사람들이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과 공간을 제

공하 다.28)이제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가상공간에서 패션이미지는 자

아표 의 수단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자아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블로그

1)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자아표

디지털 기술로 표되는 뉴미디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

외에 다른 제 2의 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존재방식과 사유

방식 자체를 획기 으로 바꾸었고,세계 인간 에 한 성찰을 이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29) 통 인 존재론,인식론 물음이 다시 제

기되었는데, 상과 본질의 구분에 한 문제와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의 가능성에 한 문제이다.30)이는 뉴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원하

는 가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기도 하

다.31)

매체는 인간의 표 능력을 확장시키고 물리 ,신체 제약에서 해

방시키는 ‘월 기계’이다.뉴미디어 환경이 제공하는 개인 커뮤니티

는 인공 지능 가상공간으로 인간의 자기이해와 더불어 자아표 의

27)Ibid.,181.

28)Ibid.,182.

29)임정택.(2005).op.cit.,13.

30)이유선.(2008).op.cit.,36-37.

31)김주환.(2008).디지털 미디어의 이해.서울:생각의 나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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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자 공간이 되었다.32)Lord와 Brown(2004)33)은 소비자가 온라인

개인 커뮤니티를 이용함에 따라 자아개념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소비자

의 정보처리과정,감정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온라인 개

인 커뮤니티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실제 ,사

회 자아의 향상과 고양에 맞는 차별 마 과 이미지 리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 다.34)퍼스 패션블로그는 온라인상의 표 개인

커뮤니티로 다양한 자아 개념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외모 리의 요

한 수단인 패션은 자아이미지를 표 하는 핵심 가치이자 도구이다.

퍼스 패션블로거는 다양한 설정에서 자신의 사진을 어 블로그에

업로드하고,일상을 기록,팔로어(follower)의 댓 을 읽고 답변을 남기

는 등 옷에 한 애착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유지하기 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정체성 형성과정에 참여하게 된다.퍼스 패션블로그는

블로거의 심,이미지,링크의 리콜라주(bricolage)등을 통해 자아

표 의 장으로 만들어진다.35)

2)자아표 매체로서 블로그의 특성

블로그의 이용 동기에 한 연구에서 퍼스 패션블로그가 자아추

구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권상희,우지수(2005)36)는 블로그 이용

자가 어떻게 블로그를 인지하고 매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에 한 요인분석 결과,블로그는 자아추구 매체,정보추구 매체,

사회상호작용 매체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최민재 등

(2009)은 블로그가 기본 으로 블로그 이용자의 개인 기록을 한 미

디어이며,개인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이 블로그를 제작하고

32)유 근.(2005).하이퍼텍스트와 매체미학.연세 학교 HUNO 로젝트 연구단

엮음.기술매체 시 의 텍스트와 미학,서울:연세 학교 출 부,248.
33)Lord,R.G.and Brown,D.J.(2004).Leadership processes and follower

identity.Mahwah,N.J.:LawrenceErlbaum,218-236.

34)최낙환,이창원,김종호.(2006).온라인 개인 커뮤니티 몰입에 한 개인 동일시

와 사회 동일시의 역할에 한 연구.한국마 과학회,610.

35)Rocamora,A.(2012).op.cit.,411.

36)권상희,우지수.(2005).블로그 미디어 연구:블로그 이용 만족과 인지행태에

한 연구.한국방송학보,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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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는 근본 이유이자 목 이 된다고 하 다.37)

내용상 블로그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물에 비해 사 이며,개인의 편

집되지 않은 목소리가 담기기 때문에38)일기나 감상기록 등 자유로운

자아표출이 가능한 공간이다.뿐만 아니라 블로그는 인 커뮤니 이

션 매체로서 특성도 지니는데,고도의 상호작용성,답 ,방명록,쪽지,

메일 등의 기능은 블로거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목도모를 가능

하여,일 일,일 다,다 다 커뮤니 이션도 가능 한다.39)

블로그의 형식 특성은 아날로그 매체가 제공하는 기승 결의 선

형 스토리텔링과 달리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표 형태라는 이다.40)디지털 스토리

텔링은 사용자가 블로그를 통해 사진,사운드,동 상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해 행하는 스토리텔링으로,화자와 수용자

간에 상호작용성,공동체, 성을 형성한다.스토리의 개방성으로 인

한 의 흥미를 유발하며,감성 체험을 달해 주는 내러티 특

징도 지니고 있다.41)이러한 특성은 퍼스 패션블로그에도 그 로 반

되어 나타난다.블로거가 사용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음악,동 상은

블로거만의 개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이에 공감한 독자들과 소통이

내러티 으로 이루어진다.

블로그는 패션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42)블로그의 뉴미디어

특성은 개인의 사 자아와 공 자아의 모습을 모두 드러낼 수 있

다.블로그가 사 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져 사 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에서,타인의 시선과 댓 에

의해서 향을 받고 그들과 소통,상호작용을 하면서 차 블로그에 업

37)최민재 외 9인.(2009).한국의 블로그 산업.서울:한국언론재단,95-96.

38)김 주.(2005).블로그,1인 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서울:한국언론재단,40.

39)Ibid.,p.42.

40)임정택.(2005).op.cit.,14.

41)박서은,김승인.(2010).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환경 캠페인 연구.디지털디자

인학연구,11(1),705-706.

42)Khan,N.(2012).op.cit.,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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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하는 내용에 하여 사회 책임을 져야하는 공 속성을 지니게

된다.이는 블로그가 개인 이용자들의 순수한 사 공간을 뛰어넘어 미

디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43)

3)자아이미지 표 특성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표 특성은 디지털 매체가 제

공하는 뉴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반 한다.자기표 의 창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면 자아이미지를 표 하며,이미지와 음악,동

상, 등의 복합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 이고 환상 인 자아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업데이트는 이미지의

실제 재성을 나타낸다.

(1)창의 조작가능성

사이버문화는 다양한 문화 양식들이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실재 세

계와 끊임없이 교차하는 문화의 콜라주이다.44)매우 이질 인 소재를

리콜라쥬 시키는 기법은 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창

의성으로,무한한 정보를 끌어 모으고,이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결합

함으로써 가상성을 구 하는 실험들이다.45)애 창시자 Jobs의 “창의

성은 단지 연결시키는 것이다”라는 표 과 같이 사람을 연결하고 사물

을 연결하고 경험을 연결함으로써 창조 인 것이 만들어짐을 의미한

다.46)

뉴미디어 시 는 소셜 미디어가 이에 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표 형태인 블로그는 개인의 창의 자아를 표 하고 소통 하

는데 매우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성

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를 표 하기 해 조작하고 꾸며내는 등 여러

43)김 주.(2005).op.cit.,160.

44)박주 ,김민자.(2000).공상 과학 화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복식,50(1),66.

45)이민선.(2001).패션에 표 된 가상성.한국의류학회지.25(5),988.

46)김 호 외 10인.(2012).소셜미디어.서울:커뮤니 이션북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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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방법이 등장할 수 있다.47)사이버 공간은 직 면과 달리

육체와 분리되므로 자기 조작 왜곡이 가능하며,사회 실재감이나

사회 맥락 단서가 배제되어 선별 자기표 이 용이하기 때문이

다.(Walther& Burgoon,1992)48)사이버 공간에서 구든지 자신이 만

들어낸 가상 아이덴티티 뒤에 숨을 수 있는데,내성 인 사람이 사교

이고 외향 으로 보이거나,평범한 사람이 거물 인사가 될 수 있으

며,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모델과 배우처럼 변신할 수 있다.49)

소셜 네트워크(SNS)안에서 형성되는 자기에 한 인상은 ‘공 인

(public)’속성을 지니며(Rosenberg& Egbert,2012),소셜 미디어 안의

‘자기제시’는 ‘자기감시’의 과정을 거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Snyder,

1974)50)Goffman은 1959년 발표한 미시 사회주의 연구인 <일상생활에

서의 자기표 >에서 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표 은 드라마틱한 무

공연과 비슷하며 인상을 리하는 의식화된 형태라고 결론지으며 아이

덴티티 조작을 이론화하 다.퍼스 패션블로그도 가상의 패션쇼 무

로 볼 수 있다.마치 패션모델들이 의상을 갈아입은 것과 같이 계속

해서 변화하는 블로거의 패션이미지는 자아이미지의 변화와 인상 리

를 의미한다.51)퍼스 패션블로그는 디지털 매체 환경이 가능하게 한

자아이미지의 창의 조작가능성(manipulatability)을 바탕으로 여성의

다양한 모습과 인격을 표 하는 장이 되었고,여기에서 패션은 자기변

신의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52)

(2)다 성

실세계에서 자아이미지는 제도 가치에 따라 사회 계를 통해서

만 형성되지만,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자아이미지를 형성

47)Fraser,M.,Dutta,S.(2010).소셜 네트워크 e 명.(최경은,옮김).서울:행간,

63-64.

48)신명희.(2009).op.cit.,47.

49)Fraser,M.,Dutta,S.(2010).op.cit.,57-58.

50)나은 .(2011).op.cit.,10.

51)Fraser,M.,Dutta,S.(2010).op.cit.,69-70.

52)김 수,양숙희.(2004).디지털시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 (제2보)-

미 가치를 심으로.한국의류학회지,2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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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수평 공간이 존재한다.즉 실제 사회에서 개인

의 아이덴티티는 하나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 아이덴티티가 존

재할 수 있다.53)

다 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이미지의 창의 조작가능성의 결과

이며 자아의 다면 연장으로 형성된다.소셜 네트워크에서 사회 상

호 작용은 구에게나 열려 있고 솔직하며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

문이다.54)마이스페이스,페이스북, 는 블로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남기고 싶은 인상에 을 두어,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자

아이미지를 만들어낸다.55)퍼스 패션블로그도 다양한 패션스타일,시

선과 포즈,배경,연출 편집효과 등을 통해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가시화할 수 있다.

(3)가상 환상성

인터넷 상의 온라인(on-line)삶은 실재 삶(reallife)과 구별되는 특

징을 보여 다.사이버 문화가 가능 한 가상 실은 자연의 법칙에 순

응하던 육체를 월하여,정신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고,육체를 마음

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간주하여 가상 신체(virtualbody)를 만

들어 낸다.사람들은 지 능함에 한 욕망을 사이버 사회에 이르러

가상 신체 속에서 실 하고 있다.이러한 사이버 문화는 다시 실의

패션에 반 되어,성과 계 ,인종에 한 통 인 습을 표 하는

드 스 코드를 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기 를 창출

하고 있다.56)

실세계에선 자기를 ‘표 ’하지만,가상세계에서는 ‘만들어’낸다.

실세계의 사람들은 제도화된 기 과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

려 사회 역할에 제약을 받지만,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세계는 사회

규칙이라는 제약을 덜 받으며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른 차이

53)Fraser,M.,Dutta,S.(2010).op.cit.,43.

54)Ibid.,401.

55)Ibid.,69.

56)이민선.(2001).패션에 표 된 가상성.한국의류학회지,2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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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제력인데, 실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사회 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통제력이 다소 약하며,사회 기 이 ‘우리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는지’알려 다.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자아이미지는 개인

인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를 보다 많이 통제할 수 있다.57)웹을 통해 상상 인 게

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온라인게임 속에서 한 왕국의 왕이 되기도

한다. 한,웹을 통해 타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세계의 일부를 이루

며 거주하는 존재가 되면서,웹은 이제 우리의 한 존재방식이 되었

다.58)

패션블로그를 비롯하여 스카이 (Skype),세컨라이 (SecondLife)

등 사이버 공간의 화방에서는 가상 실과 가상 몸의 표 으로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나(I)'의 가상 정체성을 달하는 한 수단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59)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해 형성된 가상성은 디

지털시 자아 표 의 새로운 특성으로 인간의 탈 육체화의 욕망을 몸

과 패션에 재 ·표상시킨다.60)컴퓨터에 의해 인간의 의식 작용을 시뮬

이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의 새로운 유희 공

간이 열리고 있다.61)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은 꿈,상상,환상이 이루어

지는 무의식의 세계인 이드(id)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데,이러한 특

성은 인간의 자유정신을 지향 하는 디자인 개념과 복식기호들에 의해

표 될 수 있다.62)퍼스 패션블로그도 가상 실이라는 매체 환경에

서 자아이미지를 환상 으로 표 할 수 있다.이는 자신의 무의식 세

계를 패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이미지 촬 시의 상황설정,촬 후 포

토샵 효과 등 조작 가능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종의 자연 이

며 신비 인 이미지로 표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57)Fraser,M.,Dutta,S.(2010).op.cit.,68-69.

58)김주환.(2008).op.cit.,222-223.

59)Loschek,I.(1999).When clothes become fashion:Design and Innovation

System.Oxford& New York:Berg,79-80

60)김 수,양숙희.(2004).op.cit.,204.

61)이민선.(2001).op.cit.,986.

62)김 수,양숙희.(2004).op.cit.,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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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합매체성

디지털 매체는 본질 으로 복합 매체의 성격을 띠며,문자,사운드,

화상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디지털 정보가 어우러져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한다.패션블로그는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 패션,인간이 모두 매체

가 되는 복합 매체성의 경험을 가능 한다.63)블로그라는 디지털 매

체를 통해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는 보는 것이라 경험하는 것이 되었다.

시각뿐 만 아니라 청각, 각,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새로운 형식의 패션이 가능해진 것이다.64)블로거는 시각 이미지 뿐

아니라 동 상, 래시 효과,음악,그리고 자신의 등을 통해서 람

객의 오감을 자극한다.블론드샐러드의 Ferragni는 자신의 여행과 일

상,패션쇼와 련 티,인터뷰 등 생생한 동 상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거의 모든 포스 마다 어울리는

음악을 삽입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5)실제 재성

사이버 공간에서 이미지는 지 이 순간을 의미하는 재성을 지닌

다.이미지의 내용이 과거라 할지라도 디지털 정보라는 특성상 네트워

크를 통해 언제나 근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사이버 공간에서

이미지는 과거에서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생산되지만 사람들은 통

상 가장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는 객에게 ‘원한 재’를 제공한다.

이는 이미지가 보이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되어있지 않다는 개념에

근거한다.65)디지털 정보는 상호 작용 미디어에 의해 쌓인 이용자의

실제 행 의 결과물이다.이는 실 그 자체로 표 되기 때문에 실재성

을 더욱 확장하는데 여기서의 경험은 실의 경험을 신하거나 상호

보완 할 수 있다.66)이 듯 뉴미디어 시 의 미디어 화는 일상 역의

63)조소 ,양숙희.(2011). 디지털 패션에 나타난 술 매체 특성과 미 가

치.복식문화연구,19(1),237.

64)Ibid.,243.

65)Khan,N.(2012).op.cit.,237.

66)임종수.(2012).미디어화:일상의 미디어에서 미디어의 일상으로.한국언론정보학

회 엮음.디지털,테크놀로지,문화. 주:한울.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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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로서

퍼스널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표현 특성

창의적 조작가능성

다중성

가상적 환상성

복합매체성

실제적 현재성

콘텐츠 화와 정보화를 의미한다.67)

뉴미디어는 패션이 되고,경험되고,이해되는 방식과 그로 인해

청 의 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변화시켰다.그것은 2차원 사진으로

된 잡지의 편집을 캣워크 행렬에 한 라이 인터넷 방송과 같이 좀

더 쉽게 근할 수 있고,유통성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이제

패션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보여 질 수 있을 뿐 아니라,디자이

와 랜드에 한 가시성과 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장에서든

지 일시 으로 재생산 될 수 있다.68)퍼스 패션블로그도 블로거의

일상을 심으로 다양한 실을 보여 다.패션블로거가 세계 주요 도

시의 패션쇼에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컬 션과 주변 환경의 모습을 소

개할 수 있다는 ,우리가 어느 때나 아카이 에서 다시 그 내용을 찾

아 볼 수 있다는 에서 항상 재성을 지닌 실제 경험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따라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는 가상

이고 환상 으로 조작되기도 하지만,가장 실 인 자신의 모습을 담

은 실제 ,본질 자아이기도 하다.

［표 2］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

미지 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표 특성

67)임종수.(2012).op.cit.,46.

68)Karaminas,V.(2012).op.cit.,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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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아이미지 개념에 한 고찰

1.사회문화 자아이미지

1)자아이미지 개념

자아는 자신을 상으로 바라보는 인 셀 (self),내 욕구 충

족에 한 정신 과정을 드러내는 에고(ego),다른 자아와 차별화되는

고유자아(proprium),정체성(identity)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자아개념,자신에 한 인식,자아이미지,개인의 성향 등을 표 하는데

사용되어왔다.69)자아이미지는 자아개념(self-concept)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James(1890)는 자기 인식(TheConsciousnessof

self)을 심리학 원리로 용함으로서 자아(self)연구에 한 개념의 기

를 마련했다.70)Rosenberg(1979)는 자아개념을 ‘개인이 자신을 상

으로 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의 총체’로 정의하 으며 자신에 한

그림(thepictureoftheself)라고 하 다.71)이학식,안 호,하 원

(1997)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신체 특징을 지녔으며,습 ,가치

,능력 등을 가졌다는 식의 자기 자신에 한 개념 혹은 이미지를 가

지고 있는 것에 하여 자아개념 혹은 자아이미지라고 정의하 다.72)

Markus(1987)73)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 ,외형 특성과 그에

한 자신의 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정의하 다.자아개념은 정신

개념,태도,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인식 구조로,이루고자하는 목 을

이해시킬 때,기본 가치를 지키려할 때 사용된다.(Oyserman &

69)Rosenberg,M.(1979),Conceivingtheself,New York:BasicBooks,Inc.,5.

70)Leary,M.R.& Tangney,J.P.(2012).TheSelfasanOrganizingConstructin

theBehavioralandSocialSciences,InLeary,M.R.& Tangney,J.P.(Eds),

Handbookofselfandidentity.New York:GuilfordPress.2.

71)Rosenberg,M.(1979),op.cit.,7.

72)이학식,안 호,하 원.(1997).소비자 행동.서울:법문사.;이 주.(2006). 랜

드 개성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향 : 랜드 동일시와

랜드 애착의 매개 역할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0에서 재

인용.

73)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perspective.AnnualReviewofPsychology,38,29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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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1998)자아,자아개념 그리고 자아정체성은 우리들의 감정,생

각,행동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 에 있어 많은 향을 미친다.따라

서 인간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 된 행동을 하려는 욕구에 따라 특정

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74)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자아이미지는 사회문화 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을 표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패션 련 하여는

인상형성,외모 리 등의 이론과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본

연구는 자아와 자아이미지를 같은 맥락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

다.

2)자아이미지 분류

자아 이미지에 한 연구들은 TajfelandTurner(1979)의 사회

아이덴티티 이론을 기본으로 자아를 개인 아이덴티티와 사회 아이

덴티티로 구분하거나 이를 더 확 시켜 자아범주화 이론을 통하여 자

아를 살펴보고 있다.Park& Mittal(1975)은 자아이미지를 실제 자아이

미지(actualself-image),이상 자아이미지(idealself-image),사회 자아

이미지(socialself-image),상황 자아이미지(situationalself-imag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실제 자아이미지는 재 자신의 모습에

해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정신 자아,물질 자아,신체 자아 등

이 포함된다.이상 자아이미지는 개인이 바라고 추구하는 이상 인 모

습으로서 개인이 요시하는 타인 는 사회 집단들과 련되어 있다.

사회 자아이미지는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거나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으

로서 보다 객 인 측면에서의 자아이미지다.마지막으로 상황 자아

이미지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75)

Sirgy(1982)의 분류도 Park& Mittal의 분류와 유사한 맥락인데,실

74)Oyserman,D.,Elmore,K.& Geroge.S.(2012).Self,Self-Concept,andIdentity.

InLeary,M.R.& Tangney,J.P.(Eds),op.cit.,72-75.

75)장서 .(2004). 랜드 개성과 소비자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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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아이미지(actualself-image),이상 자아이미지(idealself-image),

사회 자아이미지(socialself-image),이상 사회 자아이미지(idealsocial

self-image)로 구분하 다.여기에서 이상 자아이미지와 이상 사회 자

아이미지는 자신이 는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에 한 지각이다.보통 사람들은 자아 존 감이 높은 경우에 자신의

인상을 신 하게 리한다.

Hawkins등(1989)76)는 자아개념을 실제 (actual)과 이상 (ideal),

그리고 개인 (private)과 사회 (social)의 구분에 따라 4차원으로 분석

하 다.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 는 이상 자아의 구분은

‘지 내가 구인가’와 ‘구이기를 바라는가’에 한 지각을 말한다.

개인 자아는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 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

라는가’를 말하고,반면 사회 자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

이는가’ 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를 말한다.개인 자아개념

차원에서의 실제 자아개념과 이상 자아개념 그리고 사회 자아개

념 차원에서의 실제 자아개념과 이상 자아개념 두 차원 모두에서

개인은 실제 자아개념을 이상 자아개념으로 성취하기 하여 노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7)

Fenigstein등(1995)78)은 자기의식을 인간이 사회 상으로서 자

기를 의식하는 경향이며 자신에 한 인상형성,자기표 등을 시하

는 것으로 설명하 다.자기의식은 자신에게 심의 을 두는 개인

성향의 정도에 따라 공 자기의식(publicself-consciousness)과 사

자기의식(privateself-consciousness)으로 구분된다.두 가지 자기의식

은 선행연구에서 각각 사회 ,개인 자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승희와 이시원(2009)79)은 여성의 공 자기의식이 남성보다 더

76) Hawkins, D. I., Best, R. J. and Coney, K. A. (1995), Consumer

behavior-Implicationformarketingstrategy,Chicago:Irwin,7

77)정혜 .(1998).패션 마 략을 한 자아개념 연구.복식문화연구,6(2),46.

78) Fenigstein, A., Scheier, M., Buss A. (199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Assessmentandtheory,Journalof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43,pp.522-527.이승희,이시원.(2009).성별에 따른 공 자기의식,

신체이미지,사회문화 향의 차이에 한 연구.패션비지니스,13(5),46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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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데,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이상

인 사회 기 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높아,외모의

사회 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최낙환 등(2006)80)은 이러한 개인의 차별 자아 는 정체성이 특별

한 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다른 개인 치와 사회

치 는 독특한 사회 맥락의 역할 계에 따라 자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이미지의 분류에 한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Hawkins 외 Fenigstein 외
Tajfel 

& Turner
Sirgy Park & Mittal

개인적

자아개념

(private

self-

concept)

실제적

actual

사적 자기의식

(private self

-consciousness)

개인적 

정체성

(personal 

identity)

실제 자아이미지

(actual self-image)

실제 자아이미지

(actual 

self-image)

이상적

ideal

이상 자아이미지

(ideal self-image)

이상 자아이미지

(ideal 

self-image)

사회적

자아개념

(social

self-

concept)

실제적

actual

공적 자기의식

(public self

-consciousness)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

사회 자아이미지

(social self-image)

사회 자아이미지

(social 

self-image)

상황적 

자아이미지

(situational 

self-image)

이상적

ideal

이상 사회

자아이미지

(ideal social 

self-image)

［표 3］사회문화 자아이미지

79)Ibid.,51.

80)최낙환,이창원,김종호.(2006).op.cit.,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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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패션과 자아이미지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자아이미지 형성에 매우 요한 부분이며,개

인의 정체성이나 태도,분 기, 는 자기가치(self-worth)를 나타낸다.

특정 외모는 특정 자아개념,즉 실제 자아나 이상 자아, 거 집단

자아 등을 표출할 수도 있으며,인간의 의사소통과 역할 수행,사회

상호 작용 등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Sproles,1979)Sontag와

Schlater(1982)의 자아개념에서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 요소이며,자아

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다.Roach와 Eicher(1992)는 의

복이 사회 상호 작용에서 효율 인 커뮤니 이션 수단이 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 형성에 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지 하

다.81)

Froming과 Carver(1981), Miller와 Rowold(1982), Innes와

Kitto(1988)Lee와 Burns(1993)의 연구결과,자기의식 차이는 신체만족

그에 따른 외모 리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 자

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보다 패션 심

유행 동조성 등이 높은 성향을 보이며,외모에 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외모 리에 매우 치 하는 성향을 가진다.정혜

(1998)도 가시 이며 상징 이고 개성 인 특성을 가진 의복은 개인의

자아 이미지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여성

의 역할 변화에 따라 자아 표 에 한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의복 생산 진 략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한,개인이 자신에

해 갖는 실제 는 이상 자아개념,개인 는 사회 자아개념

은 많은 제품과 랜드 선택에 있어서 지침으로 작용함을 밝혔다.82)

81)Sproles.G.B.(1979).Fashion:Consumerbehaviortowarddress.Minneapolis:

BurgessPublishingCo.,219-236.

Sontag,M.S.& Schlater,J.D.(1982),Proximityofclothingtoself:Evolution

ofaconcept,Clothing& TextileResearchJournal,1.1-8.

Roach-Higgins,M.E.& Eicher,J.B.(1992),Dressandidentity,Clothing&

TextileResearchJournal,4(10).pp.1-8.

이상을 정혜 .(1998).op.cit.,7.에서 재인용.

82)Froming,W.J.,Carver,C.(1981).Divergentinfluenceofprivateand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Journalofthe Research in

Personality,158,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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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자아개념은 매우 요한 가치이며,새로운 패션을 지속 으로

받아들이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

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3)

2.Lacan을 통해 본 정신분석학 자아이미지

본 연구는 정신분석학에서의 자아이미지를 Lacan의 자아개념으로

고찰하 다.Lacan의 자아개념은 응시와 주체형성,무의식 구조를 기반

으로 최근 사진과 화이론에서 요한 분석과 비평의 틀이 되고 있다.

퍼스 패션 블로그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는 디지

털 사진이자 블로거의 자아이미지이고,이를 바라보는 주체와 외부의

시선은 응시를 심으로 하는 Lacan의 시각 이론을 용할 수 있다.

1)응시

(1)Lacan의 응시와 주체형성

응시(gaze)혹은 시선(looking)의 개념은 Lacan의 시각이론에서 유

래했다.Lacan은 우리의 시야를 지배하는 담론 규칙,이미지 해석에 방

향을 부여하는 문화 규범과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시라고 총칭

하 다.84)응시는 일반 으로 욕망이나 열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일컫는데, 화이론에서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한 사회 환경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보는 습이나 계

Miller,F.Davis,Rowold,L.(1982).Publicselfconsciousness,socialanxiety,

andattitudestowardtheuseofclothing.HomeEconomicResearchJournal,10,

363-368.

Innes,J.M.,Kitto,S.(1988).Neuroticism self-consciousness and coping

strategiesandoccupationalstressinhighschoolteachers,PersonalIndividual

Difference,10,303-312.

Lee,M.,Burns,L.D.(1993).Self-consciousnessandclothingpurchasecriteria

ofKorea and United State college women.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11(4),32-40.이상을 Ibid.,48-49.에서 재인용.

83)Ibid.,52.

84)박성수.(1999). 화,이미지,이론.서울:문화과학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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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들을 말한다.응시 개념은 술사와 화연구에서 서로 다른 강

조 을 두면서 탐구되어 왔으며, 차 고나 다른 매스 미디어분야에

서도 쓰이게 되었다.85)

Lacan에게 주체는 주체가 스스로에 해 품고 있는 일상 의미의

‘ 이고 형이상학’주체가 아닌 ‘무의식의 주체인 진정한 주체’를

의미한다.86)Lacan은 본다는 것을 주체의 의식 인 이 보는 시선과

주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상의 응시로 구분하면서 보다 구체 으

로 주체성 형성과 련된 세 가지 무의식 역인 상상계,상징계,실재

계와 연결키는 이론 핵심을 형성하 다.87)주체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상상계는 ‘보는 주체의 응시’,상징계는 ‘보여지는 주체에

한 응시’,실재계는 ‘주체 내면의 응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Lacan의 시각 이론에서 응시는 ‘보는 것’에 주체의 개념

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우리가 본다는 것은 주체가 자율 인 존재라

는 환 을 깨고 주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시각 장에서 주체가

‘보일 수 있다’라는 다른 시각장의 탄생을 의미한다.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 것을 응시라 할 때,우리는 시선의 주체일 뿐 아니라 다른 시

선의 객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이미지에는 항상 주체가 자신을 바라

보는 방식이 실 되어 있는데,이는 주체가 가시 세계에서 상들과

맺는 상상 계 속에서 자신의 치를 나타내는 방식인 것이다.이것

은 상의 편에 있는 응시와 주체의 을 일치시킴으로서 가능해지는

데,만일 응시가 인격 인 타자의 응시로 체되는 경우 시각장의 심

인 주체의 치가 흔들리게 된다.응시와 시선에 의한 주체의 분열은

객이 작품을 보는 방식에도 존재하게 된다.주체로서의 객이 이미

지를 바라볼 때,주체는 그 속에서 자신이 욕망하는 이미지,즉 자신에

게로 되돌아오는 자기 충족 응시를 찾으려는 욕망이 있다.그러나 이

미지 안에서 다른 응시를 찾는 순간 자신의 욕망은 환상으로 끝남

85)연희원.(2004). 화장치와 시선의 조직화-로라멀비.한국여성철학,4,114.

86)Ogilvie,B.(2002).라캉,주체 개념의 형성.(김석,옮김).서울:동문선,49.

87)곽정연.(2008).라캉의 시각이론에 입각한 화비평-큐 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을 심으로.한국미디어문화학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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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닫는다.88)시선은 인식 기 일 뿐 아니라 쾌락 기 이기에 응시

는 자기도취 환상을 추구한다.모든 상은 시각 충동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상계의 환상과 타자의 욕망인 상징계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개입되어 있다.89)

(2)패션사진에 나타난 응시

Freud와 Lacan을 포함해서 정신분석을 통해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

는 이론의 심에는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다.Baudry(1980)는 “ 객은

표 된 것,즉 경 그 자체보다는 객으로 하여 카메라가 보도록

강요하는 경을 으로써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설명하 다.90)동일

시는 기본 으로 거울 단계라 불리는 정신분석학 단계를 거치는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성을 발견하

게 되는 자아 구성의 기 과정은 패션사진을 찰자가 어떻게 동일시

하고 받아 들이는 가에 한 논의의 기 가 된다.91)이때 찰자는 부

재하는 시선인 제작자의 의도와 패션시스템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아

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규범과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2］는 Newton이 모델,아내와 함께 은 자화상으로,패션

사진과 거울 이미지,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해 살펴볼 수 있다.사진

작가는 거울 반 편에서 모델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고 있으며,작

가의 아내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 있다.모델의 자아이미지는

사진작가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며,작가의 아내 시선도 향을 미치고

있다. 드모델의 섹슈얼리티와 거울 왼쪽에 비치는 하이힐은 시각

리비도로 작용해 응시를 이끌어 낸다.응시의 상으로서 모델은 자신

88)한 .(2001).라캉의 자아개념을 심으로 한 이미지의 기호학 분석:자화상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36-37.

89)Wright,E.(1989).정신분석 비평.(권택 ,옮김).서울:문 출 사,159.

90) Baudry,J.L.(1980),Ideological Effects ofthe Basic Cinimatographic

Apparatus,N.Y.:Tanam Press,p.34.이선재,고 림.(2004).패션사진,문화와

욕망을 읽는다.숙명여자 학교 출 국,188.에서 재인용.

91)이선재,고 림.(2004).op.cit.,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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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보다는 사진작가나 아내 등 타자의 시선이 요구하는 상징 질

서에 지배를 받는다.이러한 메커니즘은 패션시스템에 그 로 용될

수 있는데,패션사진은 모델이 비치는 거울로,모델은 응시의 상이자

동일시 하는 패션 찰자로,사진작가의 아내는 패션계에 향을 미치

는 보이지 않는 힘 는 타자로,작가의 사진기는 시선의 장치로 비

유될 수 있다.92)사진은 가장 표 형태의 패션 매체이다.패션사진

에 나타난 이미지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작된 응시의 상(object)이

며,욕망의 상으로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모델,아내와 함께 은 자화상,HelmutNewton(1983)

(3)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응시

뉴미디어 시 의 패션 사진은 디지털 패션이미지로 체되고 있다.

특히 패션블로그라는 사이버 공간은 블로거가 패션이미지의 주체이자

객이 되며,블로그에 방문하여 댓 을 남기는 제 3의 객이 존재하

여 다양한 응시 구조가 형성된다.

［그림 3-1］은 시각의 역에서 Lacan의 응시를 나타낸다.왼쪽

92)Ibi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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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은 찰하는 주체와 재 의 주체를 설정하는 통 원근법의

시각이다.오른쪽 삼각형은 통 인 원근법이 Lacan에 의해 복된

것으로 시선(응시)의 상으로서의 주체를 설정한다.원근법의 소실

은 시선의 심과 일치하며 이 시선은 화면의 체 공간을 통제하는

이고 지 능한 시선이 되게 된다.두 삼각형의 결합에 의해 스

크린에 그려지는 주체의 이미지가 발생한다.이는 주체가 어떻게 다층

시선에 사로잡히고 조종되는지를 보여 다.

［그림 3-2］는 시각의 역에서 응시를 패션블로그에 입시켜 본

것이다.패션블로그에서 블로거의 자아이미지는 화의 스크린과 같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를 보는 주체와 재 의 주체가 설정된다

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화에서 객이 스크린에서의 배우의 이미

지를 인지하고 해석해나가는 과정도 블로그에서 이미지의 주체인 블로

거가 자신의 이미지를 표 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비교될 수 있다.블로

그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투 된 블로거의 이미지는 블로거 자신을 비

롯한 외부의 응시를 통해 다양하게 표 될 수 있다.

［그림 3-1］시각의 역에서 응시 ［그림 3-2］블로그에 용된 응시

Lacan의 상상계를 표하는 거울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자아는 실

제로는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

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일종의 오인이다.자아가 스스로의 존재를 상상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울상은 존재의 상상 근거이지만 실질 으

로는 부재하는 것이다.93) 화나 고 모두 스크린 이미지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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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타나는 실재성과 결국 이미지일 뿐이 비실재성 사이에서 욕망

는 즐거움을 제공한다.94)퍼스 패션블로그는 패션,사진,블로깅으

로 개인을 표출하는 가장 공간이다.컴퓨터 스크린은 ‘실시간

화면(screenofrealtime)’이라는 의미와 같이 수많은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것의 흐름을 조 할 수 있다.뉴미디어

시 에는 컴퓨터로의 이미지 송을 통해 디지털 스크린은 마치 거울

과 같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한다.퍼스 패션블로그는 여성이 자신

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반사 인 표면인

컴퓨터 스크린에 자신이 투 되는 논리가 재생된다.95)

스크린과 거울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히 이상화된 자아를 보

여주지만, 음증에 탐닉하는 의 치가 되거나 자신과 타인에 의

한 감시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거울로서 컴퓨터 스크린은 블로거가 자

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화면의 규칙을 따르도록 조 하고 규제하는

도구가 되어왔다.퍼스 패션블로그에서,거울 즉 스크린은 객들에

게 블로거가 의미의 달자이자 생산자이며,자신의 이미지를 조 할

수 있고,재 의 과정을 담당할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블로거가 자신

의 블로그에 포스트한 사진 자화상은 특별히 블로거가 자신을 표

하기 한 노라마 장치의 한 부분으로 보여 진다.Perrot은 자신의

이미지에 한 인식이 그것을 리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일

으킨다고 하 다.퍼스 패션블로거는 종종 자신을 촬 하기 해 주

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부분은 삼각 에 사진기를 고정시키고

타이머나 리모컨을 사용하는데,이것은 블로거에게 자신의 자화상에

한 조종능력과 완 한 독립,창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96)이상과 같이

뉴미디어 시 의 퍼스 패션블로그는 컴퓨터 스크린과 블로거,블로거

의 이미지,그리고 객 사이의 응시구조를 형성하며,응시의 주체로서

블로거의 자아 표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Ibid.,140.

94)Ibid.,142.

95)Rocamora,A.(2012),op.cit.,414.

96)Ibi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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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의식 구조

Lacan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무의식 구조는 상상계,상징계,실재

계로 분류된다.응시를 심으로 하는 라캉의 시각이론을 바탕으로 보

기만 한다고 믿는 단계인 상상계는 보는 주체의 응시,보임을 아는 단

계인 상징계는 보여지는 주체에 한 타자의 응시,바라 과 보임이

연결된 단계인 실재계는 존재의 응시이자 주체의 내면의 응시로 이루

어진다.97)

(1)상상계(theImaginary)

➀ 거울단계

상상계는 자아(Moi)의 근본 인 착각을 의미한다.98)Lacan의 상상

계는 ‘거울단계(mirrorstage)’라고도 하며,주체의 분열이 시작되는 6

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유아기에 해당한다.이 시기에 아이는 거울,

사실 실제 거울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얼굴과 같은 모든 반사 인 표

면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 일반 으로 쾌

락이 수반된다.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으로써 처음으

로 자신의 신체가 체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99)라캉에

게 자아는 이미지의 효과이며,그것은 상상계의 기능이다.통일성과 숙

달된 느낌을 주는 환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연속성과 통

솔감에 한 착각을 유지시키는 것이 자아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하

지만 아이가 가지는 자기에 한 편화된 느낌과 자아를 탄생시킨 상

상계 자율성 사이에서 갈등이 래하여 공격성이 드러나기도 한

다.100)Lacan은 거울단계를 인간의 자의식,공격성,경쟁,자기애,질투,

그리고 이미지들에 매료되는 상 반을 설명하는 가치 있는 패러다

임이자 견고한 이론으로 간주해 왔다.101)

97)한 .(2000).op.cit.,36.

98)Metz,C.(2009).상상 기표- 화,정신분석,기호학.(이수진,옮김).문학과 지

성사,18.

99)Homer,S.(2006).op.cit.,54.

100)Ibi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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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동일시

동일시는 외부 상이나 타인의 특징을 상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아이의 발달 단계

에서 거울 단계를 동일시로 이해할 수 있다.102)상상계는 언어 이 의

구조로 환상과 이미지 역을 포함한다.이것은 유아기의 거울단계로

부터 발달해 나가지만,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맺는 주체의 계로 확

장된다.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매료되는 것,아이가 어머니의

자신에 한 인지,더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상상하

는 모습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나아가 고를 보면서 그 안의

인물과 동일시를 이루는 것, 화를 보면서 극 인물에 빠지는 것도

이러한 상상계의 작용이다.103)

많은 화이론가들은 거울단계와 자아의 생성에 한 라캉의 이론

을 스크린에 사된 필름과 그것이 객에게 미친 향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모델로 받아들 다.사회 실에서 어떻게 주체가 자신을

‘나’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에 한 라캉의 복잡한 이론은 화 객들이

어떻게 자신을 스크린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유용

한 방식으로 간주되었다.104)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블로거는 마치 어

린 아이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듯이, 화 객이 스크린

속 배우의 연기에 감정 이입되어 등장인물에 동화되듯이,컴퓨터 스크

린에 투 된 자신의 이미지를 응시할 때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

게 된다.이 게 형성된 블로거의 자아이미지는 상상계에서 이루어는

상상 ,이상 자아이미지다.블로그에서 동일시는 응시의 주체이자

객인 블로거 외에도 제 3의 객인 팔로어의 응시를 통해 이루어진

다.블로거가 이러한 타인의 응시를 인식하게 될 때 무의식 세계는 상

상계에서 언어로 명명되는 사회 역할,규범,질서가 존재하는 상징계

로 이동하게 된다.

101)Ibid.,41.

102)이선재,고 림.(2004).op.cit.,177-178.
103)한 .(2000).op.cit.,30.

104)Homer,S.(2006).op.cit.,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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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징계(theSymbolic)

Lacan은 Freud의 오이디푸스 콤 스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

머니와 아이의 2자 계를 상상계라고 명명하고 이것은 아버지라는 제

3자의 개입에 의해 반드시 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일한 타자

인 어머니와의 계로부터 제 3자를 인식하고 그와 화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배우고 타인과의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언어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표

하는 세상을 Lacan은 상징계라고 불 다.105)

➀ 언어의 구조화

자아는 일차 으로 주체와 그들 자신의 신체와의 계를 통해서 형

성되는 상상 기능이다.반면 주체는 상징계 내에서 주조되며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106)상징계는 상징 자체가 아니라 상징 질서로 언어처

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즉,언어 속에 상징 질서가 구조화되어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107)우리는 언어 안에서 태어나 언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구성해 내도록 강요받으며,타인의 욕망 한 조직

된다.108)

상징계는 상징 체계 기의와 계있는 기표들의 세계이며 자아

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세계다.상징계를 구성하는 기표는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법이 기호화된 것이다. 를 들어 나를 정의하는

‘나’라는 일인칭 명사,나에 한 호칭,성별,사진 등이 모두 나의 기

표가 된다.하지만,이러한 기표들은 상으로서의 실재 ‘나’를 고정된

의미로 정의하는 표 된 상일 뿐 실재에 도달하지 못한다.109)언어는

상징계의 표 인 것이며 라캉은 언어를 통해서 주체가 욕망과 감정

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인간은 말을 하면서 세상과 계를 맺게 되

는데,주체 인 자아가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법칙 안으로 주체

105)Ibid.,288.

106)Ibid.,87.

107)임진수.(2010).정신분석에서 자아의 문제.서울:　 워북,210.

108)Homer,S.(2006).op.cit.,85.

109)한 .(2001).op.ci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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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인간이 ‘자라난다’는 것은 언어 자체를

포함하는,언어에 기 한 의미 있는 사회 행 의 복합체로 자라는 것

을 의미한다.일반 상징질서는 인간이라는 작은 동물이 사회 인간

이라는 존재,즉 ‘타인’들과의 계의 체계 속에 처해있는 ‘자신’으로 결

정되어 가는 역이다.110)

➁ 시니피앙(signifiant)의 장소

이미지로서의 육체의 내부에는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있는

데,Lacan은 이를 시니피앙,즉 기표에서 찾는다.이름을 붙이는 행

(nomination)가 육체에 시니피앙을 기입하는 행 라면 바로 이러한 행

를 통해 ‘이’육체는 비로소 ‘’육체와 다른 육체가 된다.시니피앙

은 우리의 상상이상으로 육체의 각 요소들을 명명하면서,그 요소들을

담화의 장 속에 기입해 넣는다.이는 인간의 경험,역사,욕망으로 육체

로 하여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다.이미지가 분열되었던 육

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주었던 것과는 정반 로,시니피앙은 그러한 육체

를 다시 조각낸다.기억은 육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서

에 따라 조각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111)언어와 이미지는 각각 나

름 로의 질서에 따라 육체에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육체의 내용물 자

체에 해당된다.이는 인간의 육체가 어떤 이미지나 시니피앙을 실어 나

르는 매체에 의해 얼마나 쉽게 향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다.112)

➂ 타자(Other)

Lacan은 무의식을 간단히 ‘타자(Other)의 담론’이라고 말한다.여기

서 Lacan은 소타자(other)와 문자화 된 타자(Other)를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소타자는 항상 상상계의 타자들을 가리키며,거울단계에서

110) Victor Burgin.(1982).Looking at Photographs: Thinking Photography,

London:MacMillan.Ibid.,31.에서 재인용.

111)한국언론정보학회.(2012).op.cit.,262-263.

112)Ibid.,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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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자신의 욕망을 완 히 충족시켜 것으로 가정하는 타자이

다.113)

타자는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 안으로 동화시킬 수 없는

타자성으로 상징계이다.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담론이자 그

들의 욕망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

시킨다.무엇보다 먼 부모의 욕망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성공 이고 충족된 인생에 한 모든 희망과 소원을 불어 넣

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충족되지 않은 꿈과 열망도 가한다.이러한

타자의 무의식 인 욕망과 소원은 언어의 담론을 통해 우리 안으로 유

입된다.따라서 욕망은 항상 언어에 의해 형상화되고 주조된다.114)

(3)실재계

실재계는 매우 난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라캉의 개념

하나이다.그것은 세상의 물질 상이나 인간의 신체가 아니며 실

이라고도 할 수 없다.Lacan에게 실이란 상징들과 의미작용의 과정

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징계 는

‘사회 실’과 연 된다.반면,실재계는 우리 사회 실의 기반이 되며,

동시에 그 실을 훼손시키는 매우 역설 인 개념으로 사회 ,상징

우주와 지속 인 긴장 계를 가지며 그 극한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이

다.115)

➀ 충동의 장

실재계는 표 불가능의 역,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의 역이

다.그것은 상징화 될 수 없는 그 무엇,상징계에서 배제된 그 무엇의

세계다.116)Lacan은 육체의 내부에 이미지나 언어 인 것에 의해 표상

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이를 ‘실재’라

113)Homer,S.(2006).op.cit.,132.

114)Ibid.,132-133.

115)Ibid.,151.

116)Lacan,J.(1994).욕망이론.(민승기,옮김).문 출 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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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다.실재는 리비도 인 육체가 되는 지 으로 충동이 작용하는 장

이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 이다.이는 육체가 이미지와 언어의 측면에

서만 세계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동의 차원에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117)충동이 맴도는 구멍은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는

원 문으로, 과 귀는 우리가 세계를 듣고 응시하는 지 일 뿐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듣고 응시하는 지 이다.118)즉 Lacan의 실재계

는 언어 머에 있는 쾌락의 세계이자,신체의 나라함과 도착 인 쾌

락이다.119)이는 실(reality)이 아닌,인간 인 상징 질서(근친상간

지와 그에 따른 거세의 법)가 제됨에 따라,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망상이나 환각이 실처럼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120)

➁ 존재의 응시:낯선 응시

응시는 실재계를 드러낸다.실재계는 상징계의 질서를 방해하는 오

이나 얼룩과 같은 응시를 통해서 상징계에 침입하여 복시키려고

하는 억압된 외상과 같은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121)Lacan과

Zizek의 논의에 따르면,주체가 형성되고 타자에 종속되는 것은 상징

질서 속의 ‘어떤 특징 인 기호’(somesignifyingfeature) 는 ‘자아

이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라 할 수 있다.122)주체는 타자에 의해 늘

찰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동일시도 가능하지 않은 ‘ 인 낯섦’

의 응시를 경험하는 것은,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타

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주체로 소외되기 이 의 ‘존재(being)’의 으로

사물 자체를 응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모든 것을 보고,규정하며,

답을 가지고 있는 듯 했던 상징 질서 는 타자가 무 진 구멍을 통

해,어떤 설명도,재 도 가능하지 않는 사물 자체와의 기괴한 면이

일어나는 것이다.이상 인 통제자의 치를 유지하려 고군분투하는

117)한국언론정보학회.(2012).op.cit.,264-265.

118)Ibid.,265-266.

119)한 .(2001).op.cit.,31.

120)임진수.(2010).op.cit.,210.

121)곽정연.(2006).op.cit.,268.

122)SalvojZizek.(1989).TheSublimeObjectofIdeology.NY:Vers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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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주체의 시선의 구조는 무 지고,어떤 계 성차나 의미화도 들

어서지 않은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응고된 주체의 시선이 아닌 존재

의 응시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이 낯선 응시

의 경험을 Lacan은 실재계로의 귀환이라 부른다.123)

➂ 실재계의 속성

Lacan의 사상이 변화하는 각 단계를 통해 실재계가 차지하는 비

은 달라지지만 그 개념에 한 이 의 정의와 속성은 지속된다.124)

Lacan의 기 실재계는 언어에 선행함으로 존재하지 않으며,주체가

실재계를 상쇄하고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실’이 생성된

다.125)1964년 이후 실재계는 상징계와 상상계 머에 있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의 한계로 설정된다.무엇보다 외상(trauma)이라는 개념과 연

된다.정신분석학에서 외상은 실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기보다 일반 으로 정신 사건을 의미한다.정신 외상은 주체가 외

부자극에 해 이해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면했을 때 일어난다.우리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언어로 표 하여

상징화시키기 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항상 어떤 것이 남겨지게 되

는 바로 언어를 통해 변형될 수 없는 잔여가 언제나 남아 있다는 것이

다.이는 Lacan이 'X'라고 부르는 과분(excess)이며,죽음충동 주

이상스와 연계된다.126)후기 Lacan에서 실재계는 환상, 상 a,그리고

주이상스 기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 없는 개념이다.127)

a.환상

정신분석은 사회 실보다는 우리의 무의식 욕망과 소원들의 실상

(reality)에 우선 으로 심을 가진다.환상은 주체의 무의식 소원의

123)구태헌.(2006).히치콕의 카메라로 엘리엇과 로스트 응시하기-‘응시’(gaze)의

에서 본 모더니즘의 두 풍경.인문논총 55,86.

124)Homer,S.(2006).op.cit.,152.

125)Ibid.,154.

126)Ibid.,155-157.

127)Ibid.,152.



-41-

성취를 표하는 상상된 장면으로서 섹슈얼리티에 본질 인 것이며,정

신 실의 역 안에 존재한다.128)환상은 결코 순수하게 개인 사

건이 아니며, 화,문학 그리고 텔 비 과 같은 매체들을 통하여 공

공의 역에서 순환한다.Cowie(1990)에 의하면,환상은 사회 실과

무의식이 한데 얽 나타나는 특권 지 라고 할 수 있다. 한 욕망

의 미장센(mise-en-scéne)으로 미장센은 화 임 안에 있는 모든

구성이나 배열을 가리킨다.즉 조명,의상,소도구뿐만 아니라 임

안에서의 인물과 소도구의 배치도 포함한다.129)

환상은 주체의 욕망을 실 시키는 시나리오로 이해할 수 있다.정신

분석학의 근본 심은 욕망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

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환상의 역할은 주체의 욕망을 조정하고 욕망의

상을 특화시키며 주체가 취하는 치를 지정하는 것이다.130)환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욕망할 것인지를 가르쳐 다.환상이란 내가 딸기

이크를 원하지만 실에서 구할 수 없을 때 딸기 이크 먹는 환상을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오히려 어떻게 나는 다른 무엇보다

딸기 이크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131)환상에서 상연되는 욕망은 주

체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내 주 에서 계 맺는 사람들의 욕망

이라는 이다.환상,혹은 환상 장면 내지 시나리오는 “ 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하지만 네가 그 게 말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뭐지?”

에 한 답이다.132)

b. 상 a

상 a는 타자의 결여를 표하는데,이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결여되었거나 상실되었다는,우리가 주체로서 가지게 되는 지속 인 느

128)Ibid.,159-160.

129)Ibid.,238.
130)Zizek,S.(1995).삐딱하게 보기.(김소연,유재희 옮김).서울:시각과 언어,

23-24.

131)Zizek,S.(2007).HOW TO Read라캉.(박정수,옮김),서울:웅진지식하우스,

76.

132)Ibid.,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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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뜻한다.우리는 항상 만족과 지식과 재산과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이런 목표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른 어떤 것을

다시 욕망하게 된다. 상 a는 이 게 우리가 끊임없이 메우려고 애쓰

는 공백이자 간극인 동시에 우리의 상징 실에서 그 간극을 순간

으로 메우게 되는 모든 상이다.133)

Lacan의 무의식 구조를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 방을 이상화하여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완 함을 느낀다.이는 상상계 차원이다.‘한 ’이 되어 다

른 결여된 주체와 계를 갖는 것은 상징계 인 차원을 의미한다.그

계에는 항상 다른 어떤 차원이 여해 있다.이는 배우자가 아름

답고,지 이고,유머가 있고 춤도 멋지게 춘다는 장 외에도 상 방

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확실히 말로 표 하거

나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우리는 특별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고 있다.그것은 상 a,즉 욕망의 원인이자 상이다.라캉의 개념으

로 표 하자면 환상은 상 a에 한 주체의 ‘불가능한’ 계를 정의한

다.134)

c.주이상스(jouissance)

1970년 Lacan의 실재계는 불가능한 조우이다.이 단계에서 Lacan

은 실재계와 실을 명백히 구분하는데135)실재계는 말로 표 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궁극 한계로서 죽음충동 주이상스와 연계된다.

주이상스는 욕망에 비되는 것이며,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실패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불만과 좌 이다.주체들은 환상과 상 a를 통하여 이

불가능한 드라마를 연출한다.136)주이상스는 ‘향락(enjoyment)’으로 번

역되지만 라캉 번역자들은 그것의 과도하고 외상 인 성격을 좀 더 느

끼게 하기 해 종종 불어 단어 그 로 쓴다.주이상스는 단순한 쾌락

133)Homer,S.(2006).op.cit.,164.

134)Ibid.,165-166.

135)Ibid.

136)Ibid.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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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쾌락보다 더한,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폭력 인 침입이다.이

것은 일반 으로,실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퍼붓고 그걸 해내지

못하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즐기는,잔인하고 가학 인 윤리 작인인

Freud의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137)

3)자아개념

Lacan은 이상의 무의식 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자아개념을 제시

하 다.상상계의 ‘이상 자아(IdealEgo)’는 주체의 이상화된 자기이

미지,즉,내가 되고 싶은 모습,타인이 그 게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며,상징계의 ‘자아 이상(EgoIdeal)’은 내가 내 자아이미지 속에 새겨

넣고자 하는 응시의 작인으로,나를 감시하고 나로 하여 최선을 다하

도록 구하는 타자이자 내가 따르고자 실 하고자 하는 이상이다.

‘자아(SuperEgo)’는 특정 무의식 세계를 표하기보다 자기비 ,양

심, 지,질책의 윤리 작인으로 기능한다.138)

(1)이상 자아(IdealEgo)

이상 자아는 상상 동일시에 의해 생기는 자아의 이상 인 이미

지로 상상 자아이자 나르시시즘 자아(narcissisticego)이다.

로이드는 나르시시즘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했다.하나는 어

린 아이의 리비도(libido)가 으로 어린 아이에게 집 되는 시기인

제 1차 나르시시즘과 리비도가 타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제 2차 나르시시즘이다.상상계의 ‘가상’을 형성하는 힘인

자기도취 자아는 제 1차 나르시시즘으로 설명된다.어린 아이가 자

기 신체가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실을 최 로 감지한 순간 지 능한

자기애 이상(narcissisticidea)이 생겨난다.그것은 자신에 한 이상

화의 조건이 되며,거기에 지 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애를 부추기며,어머니와의 일차 동일시를 통하여 이상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139)

137)Zizek,S.(2007),op.cit.,123.

138)Ibid.,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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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통일 으로 악할 수 없으며, 상을 바라보

는 자신의 시선을 볼 수 없다.거울의 이미지를 매개로 한 결과,완

한 통일체가 되지만,여 히 몸의 뒷면은 볼 수 없으며,육체의 표피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이미지를

투 하면서,육체에 해 훤히 알고 있다고 상상한다.이 모든 것은 라

캉의 거울단계에서 이야기 하듯이 상상 통일성에 지나지 않으며,시

각을 통해 들어오는 몸의 이미지는 과 망상 인 지 능한 자아로까

지 발 할 수 있다.140)거울단계에서 아직 미성취된 성숙과 결코 획득

이 불가능한 완 한 수 에 한 주체의 불완 한 쾌감은 실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나르시시즘 인 자아 이상화, 는 신기루의 형

식으로 표 되는 것이다.141)이 듯 육체의 이미지는 늘 나르시시즘에

의해 투자되어 있다.142)

(2)자아 이상(EgoIdeal)

상징계는 거울단계 이후의 자아형성 과정에서 가장 요한 개념으

로 여기에서 주체는 보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존재이다.143)

Lacan은 우리의 시야를 지배하는 사회 담론 규칙,이미지 해석에 방

향을 부여하는 문화 규범과 가치 등을 모두 포 하여 응시(gaze)라

고 총칭한다.즉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 것이 응시이며,우리는 시선

의 주체일 뿐 아니라,어떤 다른 시선의 객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44)

‘자아 이상’은 상징계로,내 상징 동일화의 지 ,나 자신을 찰

하는 타자 내부의 지 이다.라캉에 의하면,‘이상 자아’는 주체의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즉,내가 되고 싶은 모습,타인이 그 게 주기

를 원하는 모습이다.반면,‘자아 이상’은 내가 내 자아 이미지 속에 새

겨 넣고자 하는 응시의 작인으로,나를 감시하고 나로 하여 최선을

139)Pacteau,F.(1994).TheSymtomsofBeauty.London:ReaktionBooks,p.128.

140)임진수.(2010).op.cit.,159.

141)이선재,고 림.(2004).op.cit.,178.

142)한국언론정보학회.(2012).op.cit.,261.

143)한 .(2001).op.cit.,32.

144)박성수.(1999).op.cit.,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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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도록 구하는 타자이자 내가 따르고 실 하고자 하는 이상이

다.145)Baudelaire도 자아이미지는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 타자의 시선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다.146)이는 언어로 명명되는 사회 규범과

질서,역할에 부합하는 상징 질서 속의 자아이자 사회 자아인 것이

다.

(3) 자아(SuperEgo)

자아는 Freud에 따르면,오이디푸스 콤 스의 정상 인 발달로,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하나의 심역으로 심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그

것은 얼굴과 같은 아버지의 외면 이미지가 아니라,법이나 상징 질

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아의 기능이 자기 찰,양심,이상과 같이

추상 성격을 갖게 된다.이 지 에서 Lacan은 양심과 지 기능만

자아에 남겨두고,이상의 기능은 자아 이상에 넘겨 으로써 Freud의

넓은 의미의 자아를 좁은 의미의 자아와 자아 이상으로 분화시켰

다.147)

Lacan은 ‘욕망의 법’과 ‘자아 이상’이라는 사회 상징 규범의 망과

주체가 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이상 사이의 간극이 요함을 강조하

다.Lacan에 따르면 우리를 도덕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자아 이

상’은 기존의 사회 상징 질서의 합리 요구에 따르게 함으로써 ‘욕

망의 법’을 배반하도록 강요한다. 자아는 그 과도한 죄책감에서 ‘자아

이상’의 필연 이면이라는 것이다. 자아는 ‘욕망의 법’을 배반한 것

에 해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압박을 가하는데,그 아래서 우리가 느

끼는 죄책감은 환 인 것이 아니라 실 인 것이다.148)

자아는 내게 불가능한 요구들을 퍼붓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내

실패를 조롱하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작인이자,내 죄스러운 분투를

억 르고 그 요구들에 응하려하면 할수록 그 시선 속에서 나는

145)Zizek,S.(2007),op.cit.,124.

146)Baudrillard,J.(1996).소비의 사회.(이상률,옮김).서울:문 출 사,195.

147)임진수.(2010).op.cit.,160-161.

148)Zizek,S.(2007),op.cit.,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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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죄가 되는 그런 작인이다.그 요구가 엄하면 엄할수록 도덕의식과

는 아무 상 이 없으며,오히려 자아는 반윤리 인 작인,우리의 윤

리 배신의 상흔이다.149)흔히 자아를 도덕이라는 문화 요구와 동

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아에 요한 것은 도덕이나 종교,교육과

같은 문화 요구보다는 그것을 가능 하는 심리 힘이며,동시에 문

화 요구를 표방하는 자아의 원래 기능 즉,자아에 한 찰 감시

와,그로부터 생되는 오이디푸스 인 쾌락과 련된 지와 이상의

기능이다. 자아 속에서 지배 인 세력은 죽음의 욕동이라는 순수한

문화이다.150)

［표 4］는 라캉의 응시와 무의식 구조,자아개념에 한 이상의 고

찰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 에서 자아이미지의 개념을 정리한 것

이다.이는 사회문화 자아이미지와 함께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

아이미지 유형을 분석하기 한 핵심 틀이 될 것이다.

149)Ibid.,124.

150)임진수 (2010),op.cit.,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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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분 

석 

학

적

자 

아 

이

미

지

라캉의 응시, 무의식 구조, 자아개념

응시 무의식 구조 자아개념

자신

(보는 주체) 

의 응시

상상계

(The 

Imaginary)

거울단계 

(자기의식) 

 - 자아의 자율적 기능, 통일  

   성에 대한 착각과 오인

 - 자아의 타자성 (소외, 분리된

   자아)

 - 통일된 자아상을 향한 공격성

   (거세, 절단, 내장적출, 파열된 

   육체 이미지)

이상적 자아 

 (Ideal Ego)

상상적, 

나르시시즘적 

자아

 

자아이상 

 (Ego Ideal)

상징적 자아 

사회적 이상

 

초자아

(Super Ego) 

양심, 금지, 

질책의 

윤리적 작인

동일시
 - 자기애

 -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

대타자의 

시선

(보여지는 

주체)

상징계

(The 

Symbolic)

언어의 

구조화 

 - 주체의 위치 형성

 - 사회현실

시니피앙의 

장소

 - 은유와 환유

 - 명명, 담화의 장

 - 기억

타자성  - 욕망의 대상

존재의 

응시

내면의 

응시

실재계

(The Real)

 대상 a
 -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

 - 타자의 결여

환상

 - 대상 a에 대한 주체의 불

   가능한 관계

 - 무의식적 욕망과 소원들의 

   실상

 - 상징계에 대한 저항

주이상스
 - 죽음충동

 - 향락, 고통 속의 쾌락

［표 4］정신분석학 자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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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퍼스 패션블로그의 자아이미지 유형과 분

석틀

1.자아이미지 유형

퍼스 패션블로그는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의 주체인 블로거와 이를 바라보는 주체인 블로거 자신 는

객들의 응시 구조가 이루어지는 자아형성의 장으로 볼 수 있다.이는

21세기 뉴미디어로서 블로그가 개인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표 하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본 연구는 자아이미지

개념에 한 이상의 사회문화 ,정신분석학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을 상상 자아,사회

자아,본질 자아로 도출하 다.

1)상상 자아(ImaginaryEgo)

상상 자아는 Lacan의 상상계에 존재하는 ‘이상 자아’로 주체의

이상화된 자아이미지,즉 내가 되고 싶은 모습,타인이 그 게 주기

를 원하는 모습이다.퍼스 패션블로그는 이러한 상상 자아를 표

하기에 충분히 자유롭고 개인 인 공간이다.디지털 이미지로 이루어

진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보편 의사소통보다는 좀

더 자신과의 소통에 집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Lacan의 개

념을 응용하자면 사이버 공간의 이미지들은 타자성을 무시한 상상계로

의 후퇴라는 정신병 징후로도 발 할 수 있다고 하 다.151)

꿈 혹은 환상의 기본 조건은 인 퇴행(artificialregression)의 상

태로152)Baudry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은 퇴행이론을 정신분석학

화 분석 이론으로 용하 다.153) 화에서 객의 어떠한 무의식 과

151)김성민,박 욱.(2004).디지털 매체 혹은 가상 실에서 이미지의 문제.시 와

철학,15(1).22.

152)Baudry,J.L.(1980).TheApparatus.N.Y.:Tanam Press,56.

153)Allan,R.(1994).텔 비 과 비평.(김훈순,옮김).서울:나남,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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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자아이미지의 환상 인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와 이 때 퇴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블로그에도 유사하게 용될 수 있다.퍼스 패

션블로그에서 퇴행은 인간이 유아기에 가졌던 자기도취 이상에 한

환상을 좀 더 구체 으로 실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성인이 스쿨걸 룩

이나 베이비 돌(baby-doll)룩과 같이 유아기 환상 혹은 피터팬 신드

롬을 자극하는 패션을 수용하는 것,어머니의 옷을 리폼(reform)하거나

빈티지, 트로 패션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154)

블로그에서 화나 소설 속 주인공,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등 셀러

리티,혹은 감을 주는 패션디자이 와 동일시하여 자신을 스타일링

하는 것도 상상계의 표 상이다.이러한 상상 자아는 스스로를

완벽한 자아의 이상으로 여겼던 신념이 지 능함의 열망으로 치달아,

물리 육체에서 벗어난 인 ,가상 신체 표 을 몸과 패션에 시도

하기도 한다.인간과 기계와의 결합,인간과 동식물,인간과 사물 등과

의 결합 등 카오스 세계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하는 것이

다.155)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블로거의 과 망상이 패션스타일로서 뿐

아니라 이미지에 한 디지털 조작을 통해 신기루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상과 같이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상상 자아이미지는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유년기 는 과거로의 퇴행,다양한 문화,

술,자연,테크놀로지 등에 한 동일시,그리고 실 가상성의 세

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3장에서 구체 사례를 분석하도록 하

겠다.

2)사회 자아(SocialEgo)

사회 자아는 Lacan의 상징계에 존재하는 ‘자아 이상’으로,내 상

징 동일화의 지 ,나 자신을 찰하는 타자 내부의 지 이다.퍼

스 패션블로그에서 사이버 공간상의 이미지가 아무리 자유로운 상상

력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이미지를 규제하는

수학 언어,결국 디지털 신호에 제약되어 있다.뉴미디어로 인해 우

154)이선재,고 림.(2004).op.cit.,174-175.

155)이재 .(2000).욕망이론.서울:문 출 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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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실 제약을 벗어나 자신을 마음 로 표 할 수 있지만,그러한

표 가능성은 HTML이라는 보편 문서형태에 제약되어 있다.

HTML문서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공유된 문

자이며 일종의 보편 인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형식인 것이다.사

이버 공간의 이미지들이 단순한 상상계의 산물로 락하지 않고 의사

소통을 한 상징 기호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156)

한 블로거가 직 작성한 과 블로그에 참여하는 수많은 팔로어의 응

시인 댓 도 사회 자아를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상징계에서 사회

자아는 언어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 제도와

규범 하에서 블로거의 개인 ,사회 역할을 상징하는데,호칭,성별,

직업,타인과의 계,자신만의 역사에 한 기억과 스토리 등 다양한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다.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사회 자아는 역할의 상징과 더불어

타인의 욕망의 상으로 표 된다.블로거의 패션이미지는 객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환상 속에서 동일시를 꿈꾸게 하는 상물로서 작용

할 수 있다.블로그에 나타난 주체의 동일시, 객의 동일시 과정은

Lacan이 설명한 거울 단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157)패션은 개성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지 를 상징함과 동시에 유행과 모방이라는

독특한 시스템도 갖고 있다.따라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사회

자아는 외향에 한 환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

지 에 한 환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158)블로거가 자신의 평범

한 일상을 소개하는 개인에서 차 과 문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패션 인사이더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이러한 환상은 더욱

부각된다.패션 고나 화보 촬 ,인터뷰,콜라보 이션,화려한 패션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은 객들의 패션에 한 환상과 욕망을 고취시

킨다.

156)김성민,박 욱.(2004).op.cit.,22.

157)이선재,고 림.(2004),op.cit.,155.

158)Ib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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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질 자아(RealEgo)

본질 자아는 생리 ,심리 차원에서 1차 본능 뿐 아니라 꾸미

지 않은 실을 표 하는 실제 자아를 의미한다.퍼스 패션블로그

에서 자아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 내면의 실제를 표 할 수 있다. 를

들어,깊숙한 내면의 자신은 다른 남자를 때리거나 여자를 강간하는 꿈

을 꾸는 가학 도착증자일 수 있다. 실 생활에서는 본능 자기 표

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허

구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다.

Lacan의 “진실은 허구의 구조를 지닌다.”라는 역설 표 과 같이,‘나’

는 진짜 자기를 표출하게 해주는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 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159)

본질 자아는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사회 으로 유통되는 자아 이

상과 그러한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혹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한 죄의식 등 일종의 자아에 한 종속을 내재하고 있

다.이러한 심리 부산물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 바꾸기,인종이 드

러나지 않는 신체,사회 권 에 한 도 등 성 ,인종 ,계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표 된다.160)퍼스 패션블로그는

기존의 패션 사진과 달리 제 3자의 남성 시각에서 벗어나 블로거의

주체 시각을 표 하며,기존의 사회 규범과 질서에 한 반항,성

에 한 지된 욕망과 쾌락의 세계,패션의 고정 념을 탈피하는 다양

한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다는 에서 본질 자아를 표출 하기에

한 환경이다.

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통 구조는 사회 자아 이상

을 탈 이상화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여기에도 구나 사랑하고 부

러워할 만한 공통의 이상이 여 히 시니피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

되는 것처럼 보이나,새로운 담화 속에서 이상은 ‘지 당장’의 만족을

제공하는 상의 자리로 추락하여 마니아 상으로 표 된다.161)이

159)Zizek,S.(2007).op.cit.,53.

160)이재 .(2000).op.cit.,16.

161)한국언론정보학회.(2012).op.cit.,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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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패션블로그의  자아이미지 유형

상상적 자아

Imaginary Ego

나르시시즘

퇴행

동일시

가상성

사회적 자아

Social Ego

역할의 상징성

타자의 욕망

본질적 자아

Real Ego

1차적 본능(생리, 심리)

실제적 현실

대상 a

주이상스

성적도착

는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패션 상품에 한 물신 페티시즘으로 나

타나는데,인간의 욕망이 결핍을 메우려고 체물을 찾는 과정에서 끊

임없이 무엇인가를 구매하며 자아를 찾으려고 해도 결핍의 존재이기에

결국은 공허해지는 상 a를 표 한다.이는 욕망이 소비를 통해 결핍

을 충족시킴으로서 일시 인 상상 동일시를 이루지만,주체는 곧 요

구 속으로 소멸된다는 환상과 욕망이론이다.

이상과 같이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본질 자아이미지를 1차

본능,실제 실, 상 a,주이상스,성 도착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 고,3장에서 구체 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5］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상상 ,사회 ,본질 자아이미지와

각각의 속성을 세부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

2.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분석의 틀

［그림 4］는 이상의 사회문화 ,정신분석학 자아이미지에 한 선

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목 인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

미지 유형과 스타일을 분석하기 한 과정을 설명하는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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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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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사례연구

제 1 퍼스 패션블로그의 황 연구 상

1.퍼스 패션블로그의 황

1)퍼스 패션블로그 상

다국 잡지출 기업 콩테 나스트(CondeNast)에서 운 하는 거

패션 사이트 스타일닷컴은 패션계에 불고 있는 디지털 폭풍을 2009년

패션계의 20가지 이슈 5번째로 선정하 다.수많은 모델,사진작가,

에디터는 물론 패션 황제 Lagerfeld까지 트 터 계정을 갖고 있으며,

2009년 가을 온라인 패션 방송 쇼스튜디오닷컴(SHOWstudio.com)에서

실시간으로 방 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SS10패션

쇼 계방송은 속자가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다.특히 길을 끄는

상은 패션쇼의 맨 앞자리,‘론트 로(frontrow)’에 진출한 패션블로거

다.‘웹 2.0시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소셜 미디어 에서도 블로

그는 남다른 감성과 견해를 어필하기에 가장 합한 1인 미디어로 주

목받았다.지난 10여년 사이 몇몇 블로거의 개성 있는 스타일과 소신

있고 재기 발랄한 솜씨는 수십만 명의 팬을 형성하 고,그들은 개

인 미디어를 넘어 향력 있는 워 미디어이자 스타 블로거로 부상

했다.162)

뉴미디어 시 의 패션블로그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패션을 통해 자아의 다양한 속성들을 가시 으로 표 하는 정체성 형

성의 장이자,방 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과 상품에 한 반 인 마

162)세계 패션계의 권력으로 부상한 18개의 인기블로그.(2010.February).

LUXURY.RetrievedJanuary30,2013,from http://www.design.co.kr/section/news

_detail.html?info_id=50852&category=000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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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패션시스템의 확장을 가져왔다. 방

문자 수천만 명을 기록하며, 문가에 버 가는 향력을 행사하는

워 블로그의 등장은 패션 기업들에게 마 수단으로서의 온라인 매

체의 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163)특히 퍼스 패션블로그는 단

순히 스타일리시한 셀러 리티의 사진이나 스트리트 컷을 올리는 수

을 넘어서 최신 트 드의 흐름을 가장 먼 확인할 수 있고,트 드 자

체에 향을 끼치는 수 에까지 이르 다.2009년 이후 블로그는 인쇄

물과 같은 통 인 미디어 방식부터 온라인까지 역을 확장하 고,

많은 패션 련 블로그가 패션 산업에서 공식 으로 인정을 받고 있

다.164)

2)퍼스 패션블로거

2000년 이 까지 ‘패션블로거’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은 물론 패션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 다.21세기 재

패션블로거는 강력한 문화 행 자(culturalagency)로 인정받으며 패

션시스템의 일부가 되었고,패션산업의 사회문화 변화에 더 많

은 향을 끼치고 있다.165)

워블로거는 빠른 정보와 상호작용성이 강한 재미난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패션블로그의 인기에 힘입어 ‘블로거 리티(bloggerbrity)’라

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166)블로거 리티란 블로거(blogger)와 셀러

리티(celebrity)의 합성어로 유명 연 인 못지않는 인기를 리는 스타

블로거를 의미한다.이들은 여러 나라의 각종 미디어에 소개되기도 하

고,세계 인 패션쇼에 참석하며,다양한 랜드와 콜라보 이션을 진

행할 뿐 아니라 국가 간 경계를 허물어가며 세계 인 문화를 창조

해가는 막강한 향력을 지니고 있다.167)

163)홍인숙 외 4인.(2011).op.cit.,1032.

164)Ibid.,1038.

165)Jo,S.(2010).op.cit.,111.
166)홍인숙 외 4인.(2011).op.cit.,1038.

167)우린 뉴 패션리더 ‘블로거 리티’.(February 1,2010).Fashionbiz.Retrieved

March11,2013,from http://www.fashionbiz.co.kr/RE/?cate=2&idx=116122&ste=



-56-

CFDA(CouncilofFashionDesignersofAmerica)는 2010년 패션블

로거에게 투표권을 수여하 고,국제 쿠뛰르 회(Theexclusiveclub

ofinternationalcouture)는 미국 보그의 에디터,Burkes가 보그 2010년

3월호에서 드디어 패션블로거를 소개하 다고 언 하 다.168)그녀는

모든 세 가 패션에 향을 미치고 있지만,블로거는 새로운 힘의 원천

이며,이들이 블로그에서 보여주는 스타일은 로벌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 다.169)패션계의 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패

셔 블한 사진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지 상하지 못했지만,이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그들이 무엇을 입었을지 궁 해 하게 된 것이다.

블로그는 분명 패션계에서 특별한 힘과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보그

(2010.3)에서는 Phan,Selby,Ton,Rodic,Bryanboy,Mustaparta,

Dore,Kallon,Tomer등 당시 가장 주목받고 있는 9명의 퍼스 패션

블로거를 소개하 다.블로거마다 각기 다양한 역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었는데,잭앤질(JackandJill)의 Dore와 Hanneli의 Mustaparta

는 스트리트 사진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 트 드와 디자이

패션을 소개한다.Kallon은 드 카펫을 평가하며,런던 출신의 포토그

래퍼 Rodic은 페이스 헌터(FaceHunter)에서 디자이 와 랜드에서

방문하기 어려운 소수 지역의 패션을 소개한다.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을 펼치는 마닐라 출신 Bryanboy(BryanGrey-Yambao)는 2008년 마

크 제이콥스 캠페인에 참여하며 더욱 유명해졌다.170) 2009년까지

Gevinson의 스타일 루키는 5만 명이상,Dore의 블로그는 7만 명이상의

독자들이 생겨났다.타임지(2010)에서는 Schuman의 사토리얼리스트

(Sartorialist)가 패션과 스타일에 가장 향력 있는 100가지 하나로

선정되었다. 한,아메리칸 어페럴(AmericanApparel)부터 네타포르테

(Net-a-Porter)와 갭(Gap)까지 다양한 랜드에서 블로그를 스폰서하

기 시작했고,이제 블로거는 패션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향력을 발휘

%BA%ED%B7%CE%B0%C5%BA%EA%B8%AE%C6%BC&sty=T

168)Luvaas,B.(2013).IndonesianFashionBlogs:OnthePromotionalSubjectof

PersonalStyle.FashionTheory,17(1),58.

169)MeredithMellingBurke.(March2010).LoggedOn.Vogue,514.

170)Ibid.,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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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171)

패셔니스타는 2010년 5월,가장 향력 있는 퍼스 패션블로거로

Gevinson,Lau,Neely,Bancourt를 모두 6 안에 차례로 선정하

다.172)시그니쳐나인에서 2012년 상반기에 스트리트,퍼스 스타일,패

션 기사,뷰티까지 아울러 조사한 99개의 베스트 블로그들 블론드샐

러드,체리블로섬걸,패션토스트,스타일버블은 차례로 11 에서 28 까

지 차지하는데,이는 퍼스 스타일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순 이

다.173)

퍼스 패션블로그를 운 하는 블로거는 문가와 비 문가로 나뉘

는 것이 특징 이다.뉴욕타임즈,뉴욕 패션 매거진처럼 신문,잡지사에

서 운 하거나 패션에디터,사진작가, 리스트 등 개인 패션 문가

가 운 하는 블로그와 13살의 어린 나이의 학생에서부터 패션에 심

이 많은 다양한 비 문가가 운 하는 블로그가 있다.주목해야 할 은

많은 블로거들이 패션에 한 비 문가로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으나

블로그를 운 하면서 차 과 업계에 한 향력을 인정받게 되

면서 워블로거이자 패션 문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이

러한 표 이스는 스타일루키의 Gevinson과 수지버블의 Lau이

다.174)

3)퍼스 패션블로그의 특성과 유형

(1)퍼스 패션블로그의 성장과정 특성

패션과 스타일 블로깅은 상 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매

우 속도로 성장하여 온라인 팬진(fanzine)과 유사한 시리즈에서 이제

171)Luvaas,B.(2013).op.cit.,59.

172)MostInfluentialPersonalStyleBloggersby LaurenSherman.(May,2010).

Fashionista.RetrivedJanuary18,2013from http://fashionista.com/2010/05/most-

influential-personal-style-bloggers/

173)The99mostinfluentialfashion & beauty blogs(spring 2012).Signiture9.

RetrivedJanuary18,2013,from http://www.signature9.com/style-99/spring-2012

174)홍인숙 외 4인.(2011).op.cit.,104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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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션 비즈니스의 필수 인 부분이 되었다.최근에는 블로그의 향

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처음부터 패션 업계의 인사이더로부터 환

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그동안 패션과 랜드는 리스트,스타일

리스트,에디터 등 많은 문가들에 의해 표 되는 방식 로 리되어

왔으나 블로깅은 이러한 개념을 깨뜨렸다.블로거가 독립 인 목소리

로 그들이 선택한 패션 상품에 한 스타일과 러티, 합성 등에

해 여과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이다.

한 컴퓨터와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매체 덕분에 시공을 월하여 구

와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175)

퍼스 패션블로그는 부분 처음에 블로그스팟(blogspot),타입패

드(typepad),워드 스(wordpress)등의 무료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고,인터넷을 통한 블로거의 목소리가 로벌 패션 비평에 많

은 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제 인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다.176)패션

업계는 기 블로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블로그는 차

그 자체를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스타일을 선택하여 표 하는 공간의

치로 정립시켰고, 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블로그에서 패션은

역사 으로 사용된 과는 다른 시각으로 표 되었고,실제로 입고

있거나,옷을 보고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흥분을 강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매우 요한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고 많은 랜

드와 디자이 가 정기 으로 블로거와 다양한 방식으로 콜라보 이션

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블로거는 옷 뿐 만 아니라 신발,가방 등

을 사용하는 모델이자 패션의 외교사 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177)

블로깅은 한 때 지나가는 유행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이제는 하루에

25,000명의 방문객을 가진 하이- 로 일(high-profile)블로그가

화되었다.개인 인 블로그에서부터 상업 인 면이 강조되는 블로그까

지 다양하지만,퍼스 패션블로그는 무엇보다도 패션에 한 진지하고

175)Oliver,W.(2012).StyleFeed:TheWorld'sTop Fashion Blogs.Munich,

London,New York:Prestel,14.

176)Luvaas,B.(2013).op.cit.,58-59.

177)Oliver,W.(2012).op.ci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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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요하다.퍼스 패션블로그

는 개인의 창의 인 시각 실험이며 일기이자 자료이며,패션에 한

독창 인 근과 강한 미 감각,순수한 감을 담은 매력 인 작업이

다.178)

(2)퍼스 패션블로그의 유형

본 연구는 퍼스 패션블로그를 하나의 독립 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선행연구와 조사에 의하면 퍼스 패션블로그는

패션블로그의 하 분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패션블로그와 같은 속성

과 의미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기존에 다루어진 패션블로

그의 유형을 조사하여 연구의 방향과 일치하는 퍼스 패션블로그의

속성을 정리하 다.

Agnes(2012)는 패션블로그를 크게 독립 블로그(independent

blog)와,법인 블로그(corporateblog)의 두 가지로 구분하 다.이는

Kavita의 2D-모델에서 개인과 공동의 2단계 분류와 같은 맥락이다.법

인 블로그는 패션 기 이나 잡지, 랜드,스토어 등의 홍보를 한 상

업 목 을 기반으로,주로 스트리트 패션과 셀러 리티,신발,액세서

리 등과 같은 패션의 특정 아이템을 다룬다.반면,독립 블로그는 개

인의 블로그로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블로거는 새로 구매한 아이

템,과거의 디자인에 한 새로운 발견, 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

하는 새로운 방식 등을 시하며,이는 침실,거실,정원 등에서 제시되

고,종종 그다지 매력 이지 않거나 단순한 분 기에서 촬 되기도 한

다.179)

좀 더 세분화된 분류로 김명 외(2011)는 패션 련 블로그를 개

인 취향(individualtaste),트 드 리더(trend leader),패션 미디어

(fashionmedia),세일즈 홍보(salespromotion)의 4가지로 분류하 다.

이 연구에서 개인취향 블로그는 과의 소통보다는 블로거 자신의

만족을 한 목 으로 자신의 모습보다는 매일매일 패션 련한 다양

178)Ibid.,15.

179)Rocamora,A.(2012).op.cit.,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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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수집하여 포스 하는 블로그이다.트 드 리더 블로그는 블

로거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패션에 한 비평과 제안을 포함

하는 것으로, 세계 으로 가장 많은 팔로어(follower)를 지니며,패

션 기업에서 마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블

로그는 가랑스도 (garancedore),스타일버블,스타일루키,체리블로섬

걸,패션토스트 등으로 표되며 모두 해외 패션블로그이다.패션 미디

어 블로그는 주로 패션 정보의 유통 경로의 역할을 하며,세일즈 홍보

블로그에는 패션 상품에 한 블로거의 선 경험을 통한 상품 추천,창

의 포스 ,특정 패션에 한 정보 등이 주류를 이룬다.수 으로는

패션 미디어 블로그가 가장 이나, 향력 면에서는 트 드 리더

블로그가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80)

MTV의 에디터 William Oliver가 스타일버블의 Susie와 함께 편집

하여 출간한 ‘스타일 피드(Style Feed)’는 패션블로그를 김명 외

(2011)의 4가지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하 다.블로거가 인정받고 있는

주된 역할을 강조한 분류로 재 가장 향력 있는 워블로거의

에서 분류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퍼스 스타일,스트리트 스타일,

패션 미디어,특수 역, 랜드의 확장 등의 블로그이며 개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퍼스 스타일 블로그는 지속 으로 블로거 자신의 옷과 라이

스타일에 한 사진을 나 며,김명 외(2011)의 분류에서 개인취향

과 트 드 리더의 성향을 지닌다.퍼스 스타일 블로그는 블론드샐러

드,하넬리 등 많은 스타블로거를 배출하는데 기여하 고,이들이 모델,

패션스피커 는 디자이 로서 하이앤드 패션 랜드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181)

둘째,스트리트 스타일 블로그는 거리나 티에서,최근에는 수많은

국제 인 패션쇼에서 블로거가 특정한 시 정신을 포착하는 능력과 이

를 시하는 수단이 되었다.잭앤질(Jack&Jill)의 Ton과 스트릿 피퍼

(StreetPeeper)의 Oh는 스타일닷컴과 미국 보그 웹 사이트의 공식

180)Kim,M.,Kim,H.,Kim,S.(2011).op.cit.,65-78.

181)Oliver,W.(2012).op.ci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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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블로그 유형

Agnes Rocamora(2012) 김명현 외(2011) William Oliver(2012)

독립적 블로그

(Independent blog)

법인 블로그

(Corporate blog)

개인취향

트렌드리더

패션미디어

세일즈홍보

퍼스널 스타일

스트리트 스타일

패션미디어(패션정보, 업계분석)

특수영역(ex. DIY,foodproject)

브랜드확장(ex. 잡지에디터의 블로그)

인 스트릿(street)스타일 포토그래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이것은 패

션미디어 설립에 의한 공식 규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블로거와 포토

그래퍼를 하나의 자체 장르로 치시켰다.182)

셋째,패션미디어로서 블로그는 린트 출 물과 유사한 구조를 지

니고 있지만,내용상으로는 특정 분야를 고수하고 있다.이들은 패션

업계에 하여 아주 믿을만한 정보의 출처가 되었는데,하이퍼비스트

(Hypebeast)의 남성복과 스트리트 패션의 최신 정보,비즈니스 오

패션(Businessoffashion)의 디테일한 업계 분석 등이다.183)

넷째,특수 역에 한 블로그는 한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기는 어렵

지만 블로거의 특별한 방식으로 패션에 하여 언 하는 차별화된 목

소리이다.럭셔리(Luxriare)의 DIY 로젝트나 푸드 작업에서부터 패

터니티(Patternity)의 모든 디자인 역에 향을 끼치는 패턴에 한

리한 찰 등이 있다.184)

다섯째는 가장 최근의 경향으로 보그 니폰(Nippon)의 에디터 던

안나 델라 루소(AnnaDelloRusso)와 같은 기존 패션 잡지의 에디터

들이 블로깅을 자신의 개인 인 표 의 형태이자 랜드의 확장으로서

환한 것을 일컫는다.185)패션블로그의 유형에 한 이상의 분류를

［표 6］와 같이 정리하 다.

[표 6］패션블로그 유형

182)Oliver,W.(2012).op.cit.,10.

183)Ibid.

184)Ibid.,11.

18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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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션블로그 유형에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운 하는 다양한 특성과 목 을 지닌 블로그를 퍼스 패션블로그라고

정의하 다.연구 상은 Agnes(2012)의 분류에서 독립 블로그,김명

외(2011)의 개인 취향,트 드 리더,Oliver(2012)의 퍼스 스타일

블로그에 속하며 자아이미지를 잘 드러낸다고 단되는 블로그로 한정

하 다.

2.연구 상의 개별 특성

연구방법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3～4년간 다양한 로벌 매체의 인

증을 통해 워 블로그로서 향력이 검증된 퍼스 패션블로그를 총

5개(스타일버블,패션토스트,스타일루키,체리블로섬걸,블론드샐러드)

로 선정하 다.블로그의 시작동기와 성장스토리를 개별 고찰하여 자

아이미지의 형성과 표 의 장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1)스타일버블(stylebubbletypepad.com)

스타일버블은 런던 베이스의 블로거,Lau의 퍼스 블로그로 2006

년 3월에 시작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심을 받으며,세계에서 가장

향력 있는 패션블로그 하나가 되었다.Lau는 2008년부터 데이즈드

& 컨퓨즈드(Dazed& Confused)라는 온라인 메거진 에디터로서 스타

일버블을 병행했으나,2011년에는 풀타임 블로거를 선언하 다.스타일

버블은 라다,갭,닥터마틴(DrMartens),유니클로 등 세계 인 패션

랜드와 콜 보 이션 하 고,더 오 져버(Theobserver),차이나 보

그(ChinaVogue),엘르(UK Elle),팝 매거진(Popmagazine)등 린트

와 온라인 출 에 정기 으로 작업을 함께하 다.186)

Lau는 학 생활의 마지막 해 공과 졸업 후 진로에 한 회의를

느끼며,패션 스팟(FashionSpot)과 같이 패션 인사이더들과 추종자들

이 나 는 다양한 패션 정보와 컬 션,모델,잡지기사,퍼스 스타일

186)Ibid.,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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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빠져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당시 거울 앞에서 옷 입은 자신

의 모습을 으며 처음엔 무나 터무니없는 나르시시즘 인 행동 같

아서 손바닥에 땀이 흐를 정도 다고 했지만,요즘처럼 당연한 포토샵

작업도 없이 셀카 이미지(self-cameraimages)를 바로 포스 하 다.

졸업 후 수지는 독립 인 패션블로그를 시작하며 스스로 패션 인사이

더가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알고 좋아하는 것에 하여만 을 쓴다

는 목표를 세웠다.이는 스타일버블이 미디어가 아닌 패션에 한 개인

의 취향을 표출하는 취미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미 풀타임 블로거이자 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Lau는

여 히 탐험과 발견을 추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187)블로

그는 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창의성을 일깨운다고

하 다.이제 블로그는 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며,스타일링,

쓰기,편집,다양한 방식의 큐 이 (curating)등 미처 생각지 못했

던 새로운 일들에 한 기회로 이끌기도 하 다.Lau는 독창 인

과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디자이 ,좋은 스토리나 감을 주

는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낸다.이는 단지 디자이 의 이미지만을 보여

주기 함이 아니라 그들의 작업에 자신이 이끌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188)Lau의 스타일 한 트 드를 월

한 다양한 칼라와 패턴,소재,디자인의 독창 인 믹스 앤 매치로 유명

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 하지 않는 태도와 불가능한 스타일

은 없다는 소신을 보여 다.이 게 블로그는 Lau에게 끊임없이 자신

을 확인하고 표 하는 공간이자 이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2)스타일루키(stylerookie.com)

Gevinson는 2008년 3월 시카고 외곽 자신의 집에서 처음 스타일루

키라는 온라인 을 시작하 고,당시 11세의 최연소 블로거라는 주

목을 받으며 2009년에는 5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따르는 향력 있는

블로거로 성장하 다.스타일루키는 Gevinson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187)Ibid.,7.

188)Ibid.,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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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 리하고 선택 인 ,DIY 패션을 통해 언론의 심을 끌었

고,이는 2010년 틴 보그(TeenVouge)와 치 보그(FrenchVogue)

를 비롯하여,오 라(Oprah), 모닝 아메리카(GoodmorningAmerica)

등 다양한 매체의 주목과 세계 패션 크의 청으로 이어져 패션

련 많은 유명인사의 찬사를 받았다.반면,동시에 10 의 한 온

라인 활동과 노출 수 에 한 논쟁의 심에 오르기도 하 다.189)

Gevinson는 1950년 미국의 팝문화에 특별한 심을 가지고 있으

며,자신의 스타일이 십 의 지 분한 베드룸 드 서(bedroom dresser)

에 걸린 잡동사니와 유사품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설명하 다.특히

빈티지와 DIY에 뛰어난 감각을 보 는데, 래의 고등학생과 달리 거

라지 매거진(Garagemagazine)의 에디터로 활동하여,2011년에는 십

소녀들을 한 온라인 매거진,루키를 런칭하기도 하 다.루키 편집장

으로서 테드톡(Tedtalks)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밝히고 방황할 수

있는 사춘기에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자존감(selfesteem)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 루키에 방문하는 소녀들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참여하여,그들의 자존

감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랐다.190)

Gevinson에 따르면 블로그를 구성해가기 해,종종 다른 이들의

패션블로그를 읽으며,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싶었고,좋은 방식처럼 보

이면 온라인에 기록해두었다고 하 다.포스 마다 각각의 미학을 지

니고 있는데,당시에 좋아한 일련의 것들에 어울리는 컬 션이나 무언

가가 있으면, 련성에 따라 함께 묶어 정리한 결과이다.매거진,루키

는 Gevinson의 생각과 심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라면,블로그 스

타일루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를 발견해가는 사고의 과정이다.191)

Gevinson에게 블로그는 래 친구들과는 차별화된 패션에 한 심과

열정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 하기 한 공간이자,그러한 감정과 사고

의 과정 자체가 드러나는 공간이기도하다.여기에서 블로그는 자아형

189)Luvaas,B.(2013).op.cit.,59.

190)Oliver.W (2012).op.cit.,105.

191)Ibi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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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장으로 패션을 통해 다양한 열망으로 표 되는 사춘기 소녀의 자

아이미지를 확인하는 요한 매체이다.

3)패션토스트(fashiontoast.com)

패션토스트는 미국 샌 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Neely의 이베이

(e-bay)스토어,트 져 체스트 빈티지(TreasureChestVintage)가 확

장된 형태로 2008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그녀가 매하는 아이템을

입은 사진을 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의 액세서리나 의상

에 해 궁 해 했고 매달 패셔 블한 마이스페이스 블로거를 골라 ‘마

이스페이스 뮤즈’라는 칭호를 주는 패션사이트 후왓웨어데일리

(whowhatweardaily.com)에서 그녀를 뮤즈로 선택하면서,본격 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이 게 조 은 즉흥 으로 출발한 Neely의

블로그는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비치 라이

를 배경으로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생활에 한 포스트가 심을 이

루었다.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잡지에서 ‘잇패션블로

거’로 소개되기 시작했고,톱 모델 Wasson의 콜라보 이션 랜드

RVCA 의상 샘 과 함께 컬 션 장을 받으며 평범한 캘리포니아

걸에서 뉴욕 패션 크로 진출하게 된다.패션의 심지 뉴욕에서 패션

쇼 참 과 더불어 사토리얼리스트의 포토그래퍼 Scott의 사진에 등장

하여 스타일닷컴에 올라가는 를 얻었고,다양한 패션 피 과 만남

은 그녀에게 일생일 의 환 이 되었다.192)이후 패션토스트는 개성

있고 다양한 패션스타일로 많은 팬과 팔로워를 확보하 고,Neely는

패셔니스타(2010),시그니쳐나인(2012)등 각종 매체에서 Gevinson,

Lau,Bancourt,Ferragni등과 함께 가장 향력 있는 퍼스 패션블로

거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Neely는 보그 걸 코리아(2008.6)인터뷰에서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

을 갖게 된 방법에 해 시리스트를 작성하고 의상을 구입한 후,기

존의 아이템과 코디하여 여러 차례 입어보며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

192)보그 걸.(November,2008).보그 걸 코리아.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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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 다.보헤미안 느낌과 에지(edge)있는 분 기를 섞어

표 하려 하지만,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옷을 입지 않는 것,선입 을

갖지 않고 입고자 하는 것이 나름 로의 수칙이었다.그래서 자신의 옷

장에서 가장 에 띄는 아이템을 꺼내들고 지 까지 매치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템과 스타일링할 때 새로운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비법

을 밝히기도 하 다.Neely는 퍼스 블로거 트 디한 아이템을 잘

소화하며 미국 서부 라이 스타일의 지역 특성을 잘 드러내는 블로

거이다.블로거의 성장 배경과 라이 스타일이 패션을 통해 자아이미

지 형성에 많은 향을 끼치며, 객들로 하여 패션과 라이 스타일

에 한 환상과 가상 리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4)체리블로섬걸(thecherryblossomgirl.com)

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랑스 리에서 태어나 자랐고,패션

을 공했다.2007년 2월 학의 마지막 학기에 Chloe(끌로에)와

AlexanderMcqueen(알 산더 맥퀸)에서 인턴쉽을 하며 졸업 패션쇼를

비하는 가운데,일종의 휴식 겸 머리를 식히고자 자신이 좋아하는 사

진과 드로잉, 들을 정리하며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한다.블로그의 이

름은 랑스 밴드인 에어(AIR)의 ‘체리블로섬걸’이라는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으며, 화,음악과 더불어 기발하고,여성스럽고,낭만 인 모든

것으로부터 감을 받는다고 하 다.193)블로그를 시작한 이래,아담

(Etam)이라는 랑스 란제리 랜드와 콜라보 이션하여 디자이 로서

모델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2010년 5월 패션니스타에서 가장

향력 있는 퍼스 패션블로거 6 로 선정되었으며,시그니쳐나인

에서 2012년 상반기 베스트 블로그 하나로 선정되었다.엘르코리아

는 Bancourt를 로맨틱 빈티지를 따뜻한 색감과 사랑스러운 스타일로

웨어러블하게 표 하는 표 인 블로거로 소개하 다.194)

193) About. The cherryblossom girl. Retrieved October 5, 2013, 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about/

194)Worldbloggerbigmatch.(May,2010).ElleKorea.retrievedOctober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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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court의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와 가장 차별화되는 은 부분

의 포스 에 늘 음악이 함께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댓 에도 음악에

한 공감을 표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며,음악은 그녀의 낭만 이

고 소녀 취향을 돋보이게 요한 매체로 나타났다.패션디자인 뿐 만

아니라 동화책의 삽화,자동차와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심이

많고, 화,음악,시,소설,회화 등 문화 술 감과 화 연출

효과가 가장 돋보이는 블로그라는 면에서 블로거의 취향과 기호가 잘

드러나고 있다.그녀의 블로그가 시작부터 재까지 마치 동화와 화

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늘 꿈을 꾸는 소녀처럼 자라지 않는 어른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한 매우 특징 이다.체리블로섬걸은

Bancourt의 표정과 시선 포즈,연출 효과가 매우 나르시시즘 으로 표

되어 있으며,그러한 상상 자아의 감성이 사랑스럽고 소녀다운 자

아이미지로 등장한다.블로그에는 다양한 자아이미지가 함께 표 되지

만 특정한 유형이 좀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체리블로섬걸은 상상

자아의 유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블로그로 주목할 만하다.

5)블론드샐러드(theblondsalad.com)

블론드샐러드는 이탈리아,보치코니 학(Bocconiuniversity)의 법

생 출신인 Ferragni가 2009년 10월부터 라노를 베이스로 자신의

화려하고 로벌한 라이 스타일과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퍼스

이다.블론드 샐러드라는 이름에서 연상시키듯 패션과 뷰티,라이

스타일에 한 다양한 일상이 어우러져 있으며,스타일의 개인 감

뿐 아니라 배경이 되는 장소에 한 스토리,디자이 와 업계의 유명

인사와의 인터뷰도 포스 한다.특히 여행지에서의 이국 사진은 다

양한 문화의 복식 차이에서 나타나는 감을 그려내는데,이는 Chiara

의 열린 사고와 패션에 한 열정,도 정신을 엿보게 한다.195)

블론드샐러드는 시작된지 2년 만에 매일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

이 다녀갈 정도로 성장하 고,75%이상의 팔로워가 이탈리아 외

from http://www.elle.co.kr/article/view.asp?MenuCode=en010101&intSno=2312

195)Oliver,W.(2012).op.cit.,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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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와 어로 동시에 번역되어 포

스 된다.2011년에는 블로그러빈의 신진상을,2012년에는 올해의 블

로거 비지니스상을 받았으며,2009년부터 매해 뉴욕매거진에서 스트릿

스타일의 스타라는 인정을 받기도 하 다.196)Ferragni는 2010년 자신

의 이름으로 신발 랜드를 런칭하여 꾸 히 성장시켰고,이탈리아의

야마마이(Yamamay)와 웨 스(Werelse)버버리(Burberry), 루이비통

(LouisVuitton),샤넬(Chanel),보테가 베네타(BottegaBenetta),크리

스챤 디오르(ChristianDoir),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Secret)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외 로벌 디자이 , 랜드와 콜라보 이션을 진

행하며,블로거로서 뿐 아니라 모델,디자이 로서도 역을 넓 가고

있다.197)

Ferragni는 처음에 리커(Flickr)에 자신이 옷을 입은(outfit)사진

을 올리다가 좀 더 개인 이고 독창 인 공간을 원하게 되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2009년 말 시카고에서 3개월 인턴쉽을 하게

된 남자친구와 함께 머물며,낮에는 토 공부를 하며 남자친구를 기다

리고 주말에 가벼운 여행과 쇼핑을 떠나는 소소한 일상을 담기 시작했

다.블로그가 세계 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도 남자 친구는 그녀의

포스 에서 매우 요한 존재감을 지녔다.생일 티와 기념일 같은 개

인 인 이벤트에서부터 패션 크의 공식 행사와 드 카펫의 트

로서 까지 함께 했던 남자 친구의 디한 룩도 함께 주목을 받았고,그

들의 러 스토리 한 많은 팔로어의 지지를 받았다.2013년 그들

이 7년간의 열애를 마치게 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슬퍼하는 수많은

댓 이 올라오기도 하 다.Ferragni도 Neely와 함께 가장 트 디한 스

타일을 선보이며 사회 자아를 많이 드러낸 블로거이지만,이는 블로

그가 성장하면서 블로거의 다양한 사회 역할이 확장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가족을 비롯한 인간 계와 유년시

196)‘스트릿 패션 워 블로거’키아라 페라그니 스타일 한국 착륙.（July26,2013).

bntnew.retrievedOctober5,2013,from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

?popup=0&nid=08&c1=08&c2=08&c3=00

197)About.Thecherryblossom girl.op.cit.



-69-

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일의 스타일 속에서

자신이 개인 ,사회 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 다.

그녀는 블로그를 하는 시간이 하루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자신

이 확신하는 스타일만을 올리는데 그 이유는 팔로어에게 자신이 선택

한 확실한 이미지를 보여 수 있는 계가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늘 기분에 따라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스타일을 추구하지

는 않지만,이탈리아인으로서 풍부한 술 유산 덕분에 항상 아름다

운 것들에 매력을 느끼며 자랐고 패션도 그러한 사회 안에서 변화해왔

기 때문에,자신의 스타일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녹아져 있다고 밝혔

다.198)이 듯 Ferragni의 탁월한 패션 감각과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외모,언제나 배경처럼 함께했던 러 스토리는 패션을 통해 다양한 자

아이미지로 표 되어 많은 독자들을 사랑을 받고 있다.

3.자아이미지 구성 요소와 스타일 표 형식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표 을 한 구성 요소와 블로

거의 패션스타일은 어떠한 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으로

써 자아이미지 유형 분석을 한 기 작업을 진행하 다.

1)자아이미지 구성 요소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는 블로거 자신의 시각으로

촬 하여 편집한 디지털 패션사진이다.기존의 여느 패션사진과 마찬

가지로 인물이 착용한 의상,취하는 포즈,그리고 활용한 도구 등 이미

지의 기호 체계를 통해 상징성을 갖게 되고 그에 한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199)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는 디지털 매체의 특수

성을 바탕으로 블로거의 포즈와 시선,배경,패션스타일,연출,자신의

이라는 5개의 요소로 표 되고 있다.

198)Oliver,W.(2012).op.cit..79.

199)박미주.(2012). 패션사진에 나타난 인지주의 해석-넬슨 굿맨이론을 심

으로,숙명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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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로거의 포즈와 시선

ⓛ 포즈

블로그의 기에는 부분 삼각 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 촬 을

하거나 남자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지인이 사진을 어 다.블로

거가 문 모델이 아닌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포즈보다는 삼각 앞

에서 자신이 연출한 스타일을 가장 편안하게 보여 수 있도록 자연스

럽게 서 있는 자세가 부분이다.타인이 촬 을 하여 때는 앉거나

움직임 있는 다양한 포즈도 시도하며,블로거의 공식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문가들의 메이크업과 헤어,포토 슛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치

문 인 고나 화보를 보는듯한 이미지들이 차 많아지는 경향이 있

다.

② 시선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거울은 블로거의 자아이미지를 투 하는

요한 매체이다.모든 블로그에서 블로거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을 카

메라로 는 모습과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블로거의

이미지가 반드시 등장하는데,이는 응시의 상이자 주체로서 블로거

자신을 표 하는 것이다.[그림 5-1]은 스타일루키의 Gevinson이 2009

년 11월 28일 포스트한 사진으로 뉴욕 패션 크 기간에 로다르테

(Rodarte)스튜디오에 방문하여 피 한 모습이며,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바라보고 있다.[그림 5-2]은 블론드샐러드의 Ferragni

가 카메라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자세히 찰하면 선

라스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Ferragni의 모습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는

데,이는 Ferragni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 한 것임을 나타낸

다.

블로거는 고개를 숙이거나 으로 돌리는 등 얼굴을 정확히 드러내

지 않고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는 외부의 시선

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며,때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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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외부의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주체 태도이기도 하다.

［그림 5-1］ 거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림 5-2］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보는

스타일루키 시선,블론드샐러드

(2)배경

퍼스 패션블로그의 배경은 자주 등장하는 장소와 인물,아이템으

로 살펴볼 수 있다.블로그 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집과 집

근처의 거리,자연,직장과 자주 가는 카페 등 블로거의 일상과 한

장소이다.블로그가 차 성장하면서는 블로거의 활동 역에 따라 다

양한 장소가 등장하게 된다.

블로그마다 자주 등장하는 배경과 장소가 있듯이,그 안에는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주로 남자친구,가족,친구들로 블로거가 가장

좋아하고,의지하고,함께 즐기는 상들이며,촬 을 도와 뿐 아니

라 블로그를 운 하는데도 정신 으로 큰 힘을 다. 한,블로거가

키우는 애완동물,좋아하는 꽃,인형,소지품,음식,옷장,좋아하는 색

상 등 다양한 아이템은 블로거의 자아이미지이자 블로그의 정체성을

상징 으로 드러내는 요한 요소이다.

(3)연출 효과

퍼스 패션블로그에서는 기존의 패션사진과 다르게 제3의 감독이

나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블로거 자신이 직 연출한 이미지를 제시한

다.주로 포토샵을 이용해 배경과 특수효과를 삽입하는 경우와 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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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화 기법을 활용하여 마치 무 를 세 하듯 상황과 배경을 설

정하여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화의 복합매체성이 가능 하는 환

상 이고 가상 인 이미지와 스토리는 블로그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과 일맥상통하며,이러한 화 기법은 스타일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

한 배경과 상황을 표 해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거가 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실제로 화에 감을 받아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유사한 배경에서 유사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것인데,배우 뿐 아

니라 모델,가수 등 다양한 인물을 재 한다.둘째,자신의 스타일을 마

치 화 속 한 장면처럼 연출하기 해 좀 더 유동 인 포즈와 배경을

취하고 카메라 효과나 포토샵 작업 등을 추가하는 경우이다.셋째,블

로거만의 스타일과 스토리로 짧은 동 상이지만 실제 화를 촬 하는

것이다.이러한 연출과 효과는 블로거의 자아이미지를 가시 으로 형

상화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되고 있다.

(4)자신의

블로거의 은 자아이미지를 직 으로 표 하고 설명하는 매우

확실한 요소이다. 부분 반에는 자기소개와 더불어 기호와 취향,신

변잡기 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며,동반되는 이미지는 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보여 다.블로거는 스타일에 한 신념,여성 ,결혼 ,

삶과 죽음 등 인생의 가치 까지 직 으로 표 하기도 하며,다양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간 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블로그에 따라 포

스트된 의 양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퍼스 패션블로그에는 본

인이 직 작성한 자신에 한 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이

요하다.블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사생

활을 보호하기 하여 개인 인 내용의 이 차 어드는 경우가 일

반 이다.블로거는 Q&A 섹션을 마련하여 공통 인 질문에 한 답을

하거나,패션을 포함한 사회 이슈에 한 자신의 공식 입장을 표

하는 등 개인 내용보다는 블로그 활동과 자신의 역할에 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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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 을 차지하게 된다.

본 연구는 블로그의 포스 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거나,때로는

의 내용이 이미지와 계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자아이미지를 직

으로 설명하는 내용만을 연구 상으로 한정하 다.이는 자아이미

지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기 으로 작용하여,3장과 4장의 자아

이미지 사례로서 블로거의 과 이미지를 함께 제시할 수 있게 하 다.

(5)패션스타일

패션스타일은 블로거의 자아이미지를 가시 으로 표 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블로거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연출한다.퍼스 패션블로그에

서 자아이미지의 스타일 표 형식은 크게 DIY, 셀 -메이드

(self-made)디자인,믹스 앤 매치, 찬 콜라보 이션 등으로 나타

났다.이는 블로거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창의 스타일 연출법이라

는 에서 주목할 만하며 이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스타일 표 형식

(1)DIY와 셀 메이드 디자인

DIY와 셀 메이드 디자인은 블로거 스타일의 창의성을 가장 돋보

이게 하는 표 형식이다.본인이 직 원단과 부자재를 구매하여 옷이

나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이미 존재하는 아이템을 리폼(reform)하

여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변형하기도 한다.DIY는 모든 블로거가

자주 시도하기보다는 블로거의 성향에 따라 다른 빈도로 나타났다.

DIY는 주로 블로그 반에 개인의 비용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구매하기 어렵거나,그러한 스타일이 시 에 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일종의 놀이로

써 이루어졌다.구세군이나 빈티지 가게에서 렴하게 구매한 제품의

리폼과 부모님,할머니의 는 자신의 유년기 옷장의 아이템의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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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도를 변형하는 방법이 표 이다.DIY는 다른 표 기법에 비해

상 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블로그가 유명해질수

록 많은 디자이 로부터 찬과 다양한 콜라보 이션을 진행하면서

차 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DIY는 상상 자아에서 자주 활용되었

고,블로그 후반에 사회 자아의 비 이 커질수록 거의 사라지는 경

향을 보 다.

Lau는 5명의 블로거 DIY를 가장 많이 시도했으며,블로그 반

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2006년 7월 12일 포스트에는 국의 가

랜드 리마크(primark)에서 12유로에 구입한 18세기 스타일의 재킷을

리폼하는 과정이 묘사되었다.Lau는 자신이 아직 가난한 학생이어서

렴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 했고, 신 재킷에 새

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리마크 출신의 싸구려 느낌을 제거할 수 있

도록 업데이트를 시도하 다.화이트 펠트(felt)와 루 건(gluegun)을

이용해서 리츠를 넣은 이 형태를 만들고 스냅(popperfasteners)

으로 재킷에 연결하여 일종의 커다란 러 디테일을 만들었다.이는 발

시아가, 로드 넬슨(Lord Nelson), 이세이 미야 리츠(Issay

MiyakePleats),그리고 펠트(felt)재료의 즐거운 기억에서 감을 받

은 결과물이라 하 다.Lau는 [그림 6-1-a],[그림 6-1-b]에서 자켓의

DIY과정을 이미지로도 보여주며,착용 후 러 의 디테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 한 이미지를 잡지 화보와 같은 형식으로

표 하 다.200)

(2)믹스 앤 매치

믹스 앤 매치는 모든 블로거의 가장 기본 인 스타일 연출법이라

할 수 있다.블로거마다 자신의 취향을 다양한 스타일로 표 할 때,자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색상,

린트,소재,디자인, 로포션 등에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Gevinson과 Lau는 다른 블로거에 비하여 과감한 비주류의 믹스 앤 매

200)Primark jacketmakeover.(July 12,2006).stylebubble.retrieved August6,

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6/07/primark_jacket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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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시도한 것이 특징 이며,Ferragni와 Neely는 좀 더 트 디한 스

타일을 표 하는데,Ferragni는 구매력이 뛰어난 블로거로 디자이 의

신상품을 구매 후 기존의 아이템과 매치하여 자신의 스타일로 새롭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Neely는 트 디 하면서도 자신이 거주하

는 캘리포니아의 비치 라이 스타일을 잘 드러내는 룩을 다양한 믹스

앤 매치로 연출한다는 이 특징이다.Bancourt는 자신만의 낭만 ,소

녀 취향을 트로 스타일로 믹스 앤 매치하여 표 하는 블로거이다.

표 사례로 [그림 6-2]는 2008년 6월 1일 Lau의 믹스 앤 매치

스타일 포스트이다.Lau는 새로이 옮긴 직장에 응하기 해 평소 자

신의 스타일보다 정돈되고 단순한 옷을 입으며 차 지루해지고 있는

데, 워블로그,디즈니롤러걸(Disneyrollergirl)의 ‘지나치게 시도하기

(Tryingtoohard)’캠페인에 감을 받아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한

역설 반응으로서 자신도 과도한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 다고 하

다.스타일에서 과도한 시도는 ‘자연스러운,노력하지 않은(effortless)’

과 반 되는 컨셉으로 최 한 디자인,색상,소재,디테일 등에서 과감

한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는 것이다.Lau가 연출한 스타일은 첫 번째,

다양한 텍스쳐 믹스로 빈티지 블랙 린지 재킷, 이스 칼라,탑으로

착용한 스퀘어 린트 스커트,지그재그 린트 스커트,블랙 시퀸 스

커트,크랙 라메(crackedlame) 깅스,털 장식된 가죽 장갑,머리에

쓴 넥 이스까지 총 8개의 서로 다른 재질의 조화를 시도하 다.두

번째 스타일은 빈티지 에르메스(Hermes)두건,벨트로 사용한 빈티지

스카 ,벨트로 사용한 오버사이즈 블루 체인 목걸이,페인트가 뿌려진

것 같은 린트 드 스,바이커 재킷,스칼렛(scarlet)타이츠 등 6개의

아이템으로 색상과 린트의 조화를 시도하여 마치 옷에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다.세 번째 스타일은 재킷에서부터 스타킹,부츠까

지 다양한 꽃무늬 패턴을 믹스 앤 매치하 고,네 번째 스타일은 블랙

앤 화이트를 사용하여 헤드 피스(headpiece)에서 스트라이 스타킹까

지 다양한 블랙,화이트,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 ,옵티컬(optical)

린트 등의 조화를 시도하 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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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 콜라보 이션

워블로거는 부분 정기 ,비정기 으로 다양한 디자이 와 랜

드의 의상과 신발,액세서리 등을 찬 받는다. 찬은 주로 특정 랜

드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될 때 이를 홍보하기 한 목 으로 패션

크에 참여하고 디자이 의 런웨이(runway)의상을 입게 되는 경우나

디자이 가 직 블로거에게 샘 을 보내어 블로거가 랜드 컨셉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코디하거나,자신의 여러 아이템과 믹스 앤 매치

하여 퍼스 스타일이 돋보이도록 연출하는 경우가 표 이다.콜라

보 이션은 블로거가 특정 시즌이나 기간 동안 특정 랜드의 모델로

는 스타일링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는 블로거의 이름으로

랜드의 새로운 라인을 런칭하여 디자인과 마 에 참여하는 경우이

다. 찬과 콜라보 이션은 모두 블로거의 사회 자아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다른 스타일 표 형식에 비하여 개인의 창

의성보다 트 드와 랜드 지향 성향을 자주 드러낸다.

Gevinson는 2010년 8월 19일, 로엔자 슐러(ProenzaSchouler)가

자신에게 보낸 하이웨이스트 그라피티(graffiti)진에 하여 소개하며,

깜짝 선물을 한 디자이 를 산타클로스 비유했다.아이템은 특별히

로엔자 슐러가 제이 랜드(JBrand)와 콜라보 이션 한 디자인으로

디자이 고유의 스타일에 스트릿 요소를 가미하여 다는 코멘트와

함께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그에서 유사한 DIY를 제시할 것 같다는

칭찬과 홍보도 아끼지 않았다.[그림 6-3]는 그라피티 진과 그 이 티

셔츠,수공 느낌의 더백,마크 제이콥스의 화이트 임 선 라

스를 매칭하여 연출한 이미지다.202)Gevinson이 디자이 로부터 찬

받은 특정 아이템에서 받은 감을 자신의 스타일로 믹스 앤 매치하여

표 한 것이다.이는 디자이 가 블로거에게 기 하는 홍보 효과로

201)Tryingtoohard.(June,2008).stylebubble.retrievedAugust16,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06/trying-too-hard.html.

202)Nancy needs to calm down.(August,2010).the style rookie.retrieved

september20,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0/08/nancy-needs-to-

calm-dow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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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vinson의 다운타운 스트릿 캐주얼 감성이 해지는 코디네이션이며

로엔자 슐러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퍼스 스타

일이 돋보인다.

Ferragni는 2012년 3월 1일 자신과 ‘야마마이’라는 이탈리아의 내수

랜드에서 자신의 이름(ChiaraFerragniforYamamay)으로 런칭 한

라인을 소개하며,[그림 6-4]과 같이 룩 북(lookbook)이미지를 공개

하 다.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비키니,드 스,쇼츠 등을 포함한 캡

슐 컬 션이 3월 5일부터 온라인 스토어에서 먼 매된 후 매장에

들어올 것이며,룩 북 표지와 4면을 포함하여 매장의 도우에도 자신

의 화보가 디스 이 될 것을 홍보했다.203)이 사례는 블로거가 특정

랜드와 로젝트 계약을 맺고 일정 시즌에 디자인 모델로 홍보를

진행한 콜라보 이션을 보여 다.

［그림 6-1-a］ DIY과정,수지버블 (Primarkjacketmakeover)

203)ChiaraFrragniforYamamaythelookbook.(March,2012).theblondsalad.

retrieved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3/chiara

-ferragni-for-yamamay-the-look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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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b］ DIY후 스타일 연출,수지버블 (Primarkjacketmakeover)

[그림 6-2］ 믹스 앤 매치,수지버블 (Tryingtoohard)

[그림 6-3］ 로엔자 슐러 ［그림 6-4］야마마이(Yamamy)콜라보 이션

(ProenzaSchouler) 찬,스타일루키 블론샐러드

［그림 6］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스타일 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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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아이미지 유형 사례

본 에서는 연구 상으로 선정된 5개의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블

로거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에 한 ,가족사진이나 개인의 소지품,

동일시하는 상 등 자아이미지가 반 된 총 773개의 포스트를 도출하

여 상상 자아,사회 자아,본질 자아로 정리하 고,각각의 자아

이미지 유형에 따라 세부내용으로 사례를 분석하 다.블로그의 포스

트에는 이미지와 이에 한 설명으로써 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일기처럼 련 없는 다양한 스토리가 개되기도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로거의 자아이미지에 직 으로 련된 스토리만을

참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상을 한정하 다.

1.상상 자아

1)나르시시즘

블로그에서 나르시시즘은 신체 만족과 패션스타일에 한 만족으

로 표 되었는데,신체 만족보다는 패션스타일에 한 만족이 부분

으로 나타났다.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해하는

이미지 등 자신의 스타일에 한 소신과 자신감으로 표 되었는데,[그

림 7-1]에서 패션토스트의 Neely는 2012년의 마지막 날,블로그를 통

해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한 해를 회고하며 가장 맘에 드는 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는 사진을 포스트하 다.인용된 과 같이 2012년은 자

신에게 잊지 못할 순간과 아름다운 장소로 보내주었다고 한다.이미지

에서는 디자이 의 오피스로 보이는 곳에서 깃털 장식이 되어 있는 블

랙 탑을 입고 아이폰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촬 한 모습을 담고 있

다.시선은 아이폰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지그시 을 내

리고 미소 짓고 있다.

   2012 was a really, really good ride, so many beautiful places and 

unforgettable moments. I found a lot of unposted photo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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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this post (um oops) so I’ve included those along with my 

favorite looks this year!” (2012.12.31.)204)

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그림 7-2]에서 자신이 만든 노란색 드

스를 입고 남자친구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풍선이 달린 자동차

에 기 어 을 지그시 감은 듯한 모습을 포스트하 다. 에서는 자신

의 드 스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그 이유

는 직 디자인하여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

라고 하 다.자신의 신체 사이즈가 더미(dummy)와 거의 일치하기 때

문에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직 더미에서 드 이핑하여 제작했음을

밝히며,신체에 한 만족도 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e been wearing it at a wedding, and people seemed to really love it. 

It’s so much work to make your own clothes that it’s really rewarding 

to get compliments......I made it without using any pattern, working 

directly on a dummy, which by luck is my size. And it took a lot of 

time. A whole week end to be exact...（2009.7.12.)205)

한,Bancourt는 자신의 결혼식 에 아뜰리에서 웨딩드 스를 입

고 거울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함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을

남겼다.비스듬히 기 어 을 지그시 내려감은 듯한 모습은 Bancourt

의 표 포즈와 시선으로 나르시시즘을 표 하며,체리 열매나 체리

블로섬도 자아이미지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자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체리 린트가 되어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을 지그시 감은 듯한 표정

이나 체리 린트 수 복을 입고 실제로 체리 열매가 놓여있는 침 에

비스듬히 워있는 이미지 등에서도 나르시시즘이 나타났다.

스타일루키의 Gevinson는 2011년 4월 22일,[그림 7-3]과 같이 15

204)WhatIworein2012(December31,2012).fashiontoast.retrievedMarch30,

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2/12/what-i-wore-in-2012.html.

205)Leteencouleur.(July12,2009).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september

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lete-en-couleur/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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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생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왕 을 쓰고 학교에 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스트하 다.마치 문 인 생일 티 걸(birthdaypartygirl)처럼 보

이고 싶어서 왕 을 썼고,앞으로도 항상 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표

하 다.206)Gevinson의 왕 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

에 한 만족을 표 하는 나르시시즘의 상징이다.이미지에서도 교복

으로 보이는 체크 스커트와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는 왕 을

쓴 채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서 Gevinson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Yesterday was my birthday (15! I can already feel my back giving out!) 

so I wanted to dress like a Birthday Party Girl...Like any professional 

Birthday Party Girl, I wore a special crown to school. Ed of Meadham 

Kirchhoff gave it to me as part of a mutual mixtapes/barrettes/ stickers/

ribbons exchange. It might be my favorite thing. Wearing it yesterday 

was such a good decision that I think I'm going to start wearing it all 

the time...(2011.4.22)

2)퇴행

퇴행은 상상 자아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세부항목으로 나

타났는데 크게 가족을 포함한 자신의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이미지와 과거의 시 를 재 하는 트로,빈티지 이미지로 나뉘었다.

(1)유년기와 청소년기

블로거의 유년시 은 블로그에서 꼭 한 번 이상 등장하는 소재이다.

주로 유아 시기의 사진부터,자신의 스타일이 좀 더 드러나는 5-7세

정도의 사진이 자주 등장하고,어머니를 비롯하여 부모,형제,자매와의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회상하며 좋아했던 동화나 만화의 캐릭터,장난감,자주 입었던 옷,

206)Burpday.(April22,2011).thestylerookie.retrievedseptember22,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1/04/burpd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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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꼬마자 거,미끄럼틀 등 자주하던 놀이,놀이공원,트리하우스 등

추억이 있는 장소,자신의 일기와 메모,학교생활 등에 한 이야기도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스타일루키에서 Gevinson는 어릴 에 가지고 놀던 헝겊 인형들

(stuffedanimals)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하 고,Bancourt는 10살

생일에 받았던 핑크드 스를 연상하며 자신의 방에서 다른 핑크 드

스를 연출하는 모습을 담았다.그녀의 에 의하면,어린 시 핑크

에 열 했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신 핑크드 스를 생생

히 기억하고 있었다.핑크에 한 사랑과 열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

씩 퇴색해갔지만,13년이 지난 지 에도 여 히 자신 안에는 핑크를

좋아하는 어린 소녀의 감성이 남아있으며,삶의 여기 기에 핑크가 함

께 존재한다고 하 다.이는 [그림 8-1-a]과 같이 핑크 색 풍선이 가득

한 자신의 핑크 룸에서 핑크 드 스를 입고 달콤한 핑크색 디 트를

음미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 되고 있다.

I have a very vivid memory of my tenth birthday, for that was the year 

my mother handed me a beautifully wrapped package in which a most 

gorgeous pink dress was to be found; she knew me well. Back then, I 

figured that my love for pink would eventually fade, as if this colour 

usually associated with little girls would somehow become sullied once 

I was older. And while time has passed, my affinity remains the same. 

Almost 13 years later to the day, I got to unwrap another beautiful 

dress… and as you might have guessed, it too, is pink. In a pink room 

full of pink balloons and pastries, the omnipresence of this colour in 

my life will attest that no matter how old I get, the little girl inside me 

lives on. Music: The Chordettes – Lollipop (2008.6.9.)207)

Lau는 2009년 1월 14일 종이로 바구니를 만들던 등학교 수업시

간과 같은 시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수지 버블(SusieBubble)

207)Je voisla vieen rose.(June 9,2009).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

september24,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je-vois-la-vie-en

-rose/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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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 던 상황에 한 꿈을 연속 으로 꾸었다고 이야기 하며,

자신의 별명으로 블로그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를 간 으로 설명하

다.두 가지 사건은 머릿속에 혼재하여 실과 꿈이 분간할 수 없도

록 만들었고 이것은 Lau가 다시 페이퍼 빙(paperweaving)을 시도

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8-1-b]와 같이 PVA 풀을 사용하여 바스켓

우 을 만들어 다양한 핑크 톤의 허리 벨트 같은 장식으로 연출하

는데,이는 어린 시 놀이를 재 하는 퇴행의 모습이다.

I woke up one night having dreamt about a particular class in primary 

school where we were weaving strips of paper to make a basket.  I 

actually dreamt the sequence where my friend at school at the time 

Sarah Hill started calling me Susie Bubble...except we were also 

weaving paper.  It's all a bit fuzzy in the head and I think those two 

incidents were separate from each other in real life but in my dream, it 

all came together in some sort of blurred relapse.  Anyway...I wanted to 

indulge in paper weaving just as something to do without any particular 

aim/motive.  Kind of like playing around with PVA glue just because I 

like the way it dries on things and you can peel it off (that sounds 

less odd than it looks on paper)... (2009.1.14.)208)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는 블로거의 유년기 이미지

와 더불어 공통 으로 등장하는 요한 요소이다.때때로 아버지의 옷

을 회상하거나 직 활용하여 연출하기도 하지만,블로거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어머니의 은 시 사진을 포스트하거나 자신의 유년기에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여 당시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들을 그 로

는 리폼하여 입거나,유사하게 연출하곤 한다.Bancourt는 어린 시

입었던 옷에 한 기억이 성장하여서도 스타일 선택에 많은 향을

다고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어깨끈에 커다란 러 이 달

린 피나포 드 스(pinaforedress)에 한 향수를 표 했다.Ferragni

는 2010년 8월 2일 아래 자신의 에서 어릴 어머니가 비치에서 화

208)Weavininandout.(January14,2009).stylebubble.retrievedAugust,20,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9/01/weaving-in-and-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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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이스 드 스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 마치 인어공주 같다고 생각

했다고 언 하 다.[그림 8-1-c]의 이미지에서는 어머니의 드 스를

물려받아 바닷가의 바 에 마치 인어공주처럼 기 어 워있는 모

습을 연출하 다.

When I was a kid and I saw my mum wearing this dress on the 

beach I got delighted, I thought she looked like a mermaid. This set of 

photos is entirely dedicated to her, for all the passions she passed to 

me and that we still share. (2010.8.2.)209) 

(2) 트로,빈티지

유년기와 더불어 퇴행을 표하는 두 번째 유형은 트로,빈티지이

다.주로 20,30년 부터 90년 에 이르는 20세기 패션을 표하는 아

이템,실루엣,패턴,칼라 등을 시 배경을 설정하여 다양하게 연출

하는데 스타일로서만 재 하기도 하고,실제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코스튬에 가까운 19세기나 세 복식

스타일도 종종 등장하 는데,마리 앙투아네트,마담 두르,엘리자

베스 여왕,1800년 의 학교 선생님 등으로 표되었다.20세기 패션에

서는 60,70년 가 부분의 블로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기로 나

타났는데 이는 연구 상으로 선정된 블로거의 취향에 따른 선호로 볼

수 있겠다.Bancourt는 2009년 2월 26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패션의

시기로 60년 와 70년 를 손꼽았다.최근에도 70년 의 패션은 여

히 웨어러블한데 그 로 [그림 8-2-a]와 같이 와이드 진,웨지 샌들

등을 로맨틱한 블라우스와 함께 연출한 이미지를 포스트 하 고 이는

가장 편안하고 시 를 월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 하 다.

If I had to tell which are my favourite fashion periods, I would probably 

say the 60′s and the 70′s. Would have been pretty cool to live 

during this time I think! The even cooler thing is that even these days, 

209)Likeamermaid.(August2,2010).theblondsalad.retrievedMarch30,2013,

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0/08/like-a-mermai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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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lothes from the 70′s are still wearable, for example wide leg 

jeans and wedge sandals, which I’m wearing today. With a romantic 

blouse and boater ( worn a lot last summer), this is definitely the most 

comfortable/ timeless outfit ever ! (2009.2.26.)210)

Gevinson는 2009년 3월 5일 자신의 에서 60년 를 자신이 가장

돌아가고 시기로 손꼽으며 당시의 패션과 음악,모든 주변 문화를 좋

아한다고 이야기 하 다.[그림 8-2-b]와 같이 푸치(Pucci)를 연상시키

는 드 스를 입었고, 라워 린트는 역시 60,70년 뮤지션이자 아

티스트인 JoniMitchell의 드로잉을 연상시켜 선택하 음을 언 하 다.

Gevinson의 트로 스타일에서 단순히 패션만이 아닌 반 인 문화

술이 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자신이 좋아하는 시 의 의상

을 연출한 뒤 선 라스를 쓰고 학교에 간 모습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즐기고 있음을 표 한다.드 스와 함

께 매치한 선 라스에 하여는 학교에서의 모든 것이 더 나아보이도

록 만든다고 하 는데,선 라스를 쓰고 바라보는 세상이 자신이 처한

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I think if I could go back to any time it would be the 60's. It wasn't 

THAT long ago but my favorite time for clothing and music and 

basically all around culture (there are other things from that time I 

could surely do without but that's the case with every era)... Uh 

anyway, this lovely dress from Christine at Future Lint came yesterday 

and is just perfect. Kinda Pucci, kinda Matt Dubzilliam, and some of 

the patterns remind me of Joni Mitchell drawings... Walking to school in 

these sunglasses made everything look nicer. (2009.3.5.)211)

210)70s.(Feburary26,2009).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september28,2013,

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date/2009/02/.

211)Sheonlythinksnoteisinappropz.(March5,2009).thestylerookie.retrieved

september18,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9/03/she-only-thinks-

notebook-is-inapprop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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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일시

(1)문화 술 자연

상상 자아에서 동일시는 퇴행과 함께 요한 비 을 차지한다.본

연구는 다른 자아이미지 유형과 차별화하기 하여 동일시하는 상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거나 조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함께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블로거의 동일시는 음악과 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텔 비 드라마,애니메이션,시,소설,동화,사진,회화 등 문화와

술의 다양한 역에 하여 나타났다.

음악은 좋아하는 가수나,노래의 타이틀과 가사,앨범재킷의 디자인

등의 동일시로 표 되었고 화나 텔 비 드라마에서는 배우나,등장

인물,장면과 사 등에 한 동일시가 나타났다. 화배우,모델 등 셀

러 리티와의 동일시도 나타났는데,Gevinson은 ‘마녀 인어(Witch

Mermaid)’라는 컨셉으로 Drew Barrymore와 CortneyLove의 드 카

펫 스타일을 믹스하 고,Ferragni는 블로그 런칭에서부터 자신을 바비

인형과 동일시하는가 하면,때로는 마돈나의 붉은 립스틱과 섹시한 포

즈, 이트모스의 담배피고 있는 시크(chic)한 포즈를 유사하게 연출한

이미지를 포스트 하 다.

술작품에 한 동일시는 Gevinson가 아버지와의 뉴욕 여행에서

모마(MOMA)에 들려서 본 Pollok의 추상표 주의 작품과 유사한 린

트가 된 재킷을 입고 있는 이미지나,Bancourt가 마치 Gogh의 ‘낮잠(la

sieste)’의 한 장면처럼 화이트 드 스를 입고 볏단에 기 어 있는 모습

을 연출한 것 등에서 나타났다.자연에 한 동일시는 블로거들이 다양

한 동식물에 자신을 입시키는 방법으로 표 되었다.Bancourt는 주

로 자신을 꽃과 동일시하 는데,때로는 반지와 목걸이,신발 등 액세

서리를 활용해 사슴의 뿔과 스킨을 유사하게 표 하여 자신을 마치 숲

속의 한 마리 사슴처럼 보이도록 하 다.

블로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나 소설에 한 동일시를 구체

인 과 이미지로 살펴보면,Lau는 2006년 6월 12일 자신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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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한 유산(GreatExpectation)’를 반 으로 아우르는 색상인

그린에서 감을 받아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하 다고 언 하 다.Lau

는 화의 주인공 Finn이 자신이 기억하는 데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

작하는 내 이션과 같이 Finn의 기억 속 부분의 장면은 그린이라는

색상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화를 차근차근 다시 보면서 자신

도 모르게 그린에 감을 받게 되었음을 설명하 다.[그림 9-1-a]과

같이 화의 장면과 함께 다양한 그린 톤의 드 스를 입고 마치 잡지

의 화보처럼 스타일을 연출한 이미지를 함께 포스트 하 다.

The other night, I caught Alfonso Cuaron's modern day of adaptation of 

Great Expectations starring Gwyneth Paltrow and Ethan Hawke on 

TV... The consistent theme of the colour green running throughout the 

whole film is apt as Finn narrates at the beginning : 'I'm going to tell 

this story how I remember it' - and how he remembers it is with a 

whole lot of green.  It's in the costumes, in the Gulf itself (where its 

set at the beginning), in Nora Dinsmore's dilapidated house, in every 

interior conceivable. This rewatching of the film inspired me to go very 

green. (2006.6.12.)212)

Gevinson의 2011년 8월 23일 에 따르면,여느 여름처럼 ‘처녀자살

소동(VirginSuicides)’이라는 책을 읽고 화를 본 뒤,빈티지 가게에

서 이를 연상시키는 드 스를 발견하여 구매하 다.Gevinson은 드

스에 하여 무척 아름답고 바람에 날릴 듯 가벼우며,스토리에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자신의 방을 꾸미기에도 합하다는 만족스러움을

표 하 다.하지만 단지 개인 취향을 넘어서 자신이 구보다도 책

과 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드 스는 완벽할 만큼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 다.[그림 9-1-b]과 같이 Gevinson이 연출한 이미지에서도 드

스를 입고 반 묶음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방의 인테리어와 소지품

212)Greatgreen expectations.(June12,2006).stylebubble.retrievedAugust6,

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6/06/great_green_exp.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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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션에서 화와 책의 장면에 얼마나 스스로 동일시되어 있는지 나

타나고 있다.이는 상상 자아의 표 발 으로 블로거에게 가장 큰

감의 원천이 되는 문화 술 소재를 상상하여 패션이미지로 연출

한 이다.

Today was a good last day of summer. I finished rereading The Virgin 

Suicides (summer ritual), watched The Virgin Suicides (summer ritual), 

then went thrifting and found the perfect Virgin Suicides dress... it's 

really, really pretty and eerie... it's easy to get obsessed with a story 

about obsession and to glorify a story about glorific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way I've been decorating my room... that's been so 

personal to me... for my reasons for liking it to be based on positive 

critique instead of all the ways I've insisted it speaks to me specifically. 

Because I'm really deep and profound and wounded and I understand 

this book and movie better than ANYONE and you don't get it and 

could never fully appreciate it the way I do! (2011.8.23.)213)

Bancourt의 평소 굉장히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모습과 조 으로

‘웬스데이 아담스(WednesdayAddams)’의 캐릭터 컨셉과 같은 뱀 이

어 스타일을 자주 연출한다.2012년 3월 4일에는 ‘펑하고 산산조각난

아이들(GashlycrumbTinies)’의 한 장면을 연출하며,갑작스러운 죽음

을 맞이하는 26명의 불행한 아이들에 한 내용을 소개하 다.[그림

9-1-c]과 같이 마치 책의 한 장면처럼 도끼에 맞아 죽은 Kate의 모습

을 흑백이미지로 연출한 것이다.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Burton의 화

‘굴 소년의 우울한 죽음(MelancholydeathofOysterboy)’등 자신의

고딕 취향에 해 설명하기도 하 다.

I got inspired by one of my favorite books: Edward Gorey’s 

“Gashlycrumb Tinies” (1963). In fact it’s an abecedarian book, about the 

death of 26 unfortunate children. The morbid humor and gothic style of 

213) Ribsummer.(August23,2011).thestylerookie.retrievedAugust29,2013,

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1/08/rip-summer.html.



-89-

illustration are just perfect together. There’s the tale of “Amy who fell 

down the stairs” and “Victor squashed under a train”, but my favorite is 

“Kate who was struck with an axe”. If you like Tim Burton’s 

“Melancholy death of Oyster boy”, well you will definitely love this book 

too! (2012.3.4.)214)

(2)트 드 동일시

트 드 동일시는 디자이 의 반 인 컨셉,특정 아이템의 실루엣,

칼라,패턴 등으로 나타났다.Gevinson는 잡지에 실린 에니멀 린트

화보를 따라하기도 하 고,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이 랜드,가 스

퓨(GarethPugh)의 컬 션에서 갑옷(bodyarmor)에 감을 받은 블랙

앤 화이트의 구조 디자인을 자신의 스타일로 연출하 다.2008년 12

월 10일 포스트에서는 Pugh가 무나 서사 디자이 라 단순히 외형

을 따라하는 것으로 감을 표 하기가 어렵고,자신이 많은 것을 시도

할수록 더욱 디자이 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 다.[그림 9-2-a]에도 나

타나듯이 Gevinson은 학교 수업 시간이 지루해서 로다르테(Rodarte)의

화이트 탑을 가늘게 잘라서 스커트로 변형시켰고,어깨는 솜으로 패드

를 넣어 Pugh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연출하 다.Gevinson는 Pugh를

비롯하여 Kawakubo등 종종 좋아하는 디자이 의 스타일을 동일시하

여 연출하 는데 이러한 스타일 연출은 Gevinson에게 지루한 학교생활

에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이자 사춘기 십 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I tried incorporating Gareth Pugh into today's outfit but it didn't really 

work. Freaking epic designer but hard to take inspiration from, non? It's 

not like you can pick up checkered pleated body armor with clown 

ruffles and metallic ski masks at your stop to the Goodwill, after all. 

Although I do suppose that's what makes his designs even more 

endearing...

214) K is for Kate who was stuck with an axe.(March 4,2012).the

cherryblossom girl.retrievedseptember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

omgirl.com/k-is-for-kate-who-was-struck-with-an-axe/1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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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ass I got bored and started Rodarte-slashing the white top I'm 

wearing as a skirt. Hey, it was the only way to keep myself from doing 

this below! Though I guess the fluffy shoulders would have been a 

nice little treat after all these years of using desks as 

pillows...(2008.12.10.)215)

Lau는 [그림 9-1-b]과 같이 2008년 7월 6일 ‘핑크색 하늘을 색칠하

며(paintingthepinkskies)’라는 주제로 하늘의 빛깔과 동일시한 여신

스타일을 연출하 는데,이는 질 샌더(JillSander)의 SS08컬 션 색상

에 감을 받은 것이며 최근 계속 머리에 맴도는 여신의 느낌으로 표

하기 해 얇고 비치는 네이비 망사 티셔츠와 드 스를 구매하 다

고 하 다.퓨샤(fuscha) 깅스 에 비치는 블루 타이츠 등을 함께

매치하 고,가을로 어들기 여름 하늘에서 보고 싶은 색상에 한

소망을 담아 표 했음을 설명했다.색상에 한 동일시와 더불어 Lau

는 다양한 린트에 감을 받은 패턴 매치를 자주 시도했는데,모두

트 드 동일시의 표 인 이미지다.

...They helped me complete my pink sky vision which was first 

prompted by Jil Sander's SS08 collection.  All that sheer goodness has 

been knocking about in my head... So with my purchases of the All of 

Above sheer mesh navy t-shirt and dress and with some sheer blue 

Falke tights over some fuschia leggings, I got the effect of the sort of 

sky that I'd like to see this summer... Now I just need to find that sky 

in real life.(2008.7.6.)216)

215)Myheartisdrenchedinwine.(December10,2008).thestylerookie.retrieved

september12,2013,fromhttp://www.thestylerookie.com/2008/12/my-heart-is-dren

ched-in-wine.html.

216)Paintingthepi.(July6,2008).style bubble.retrievedAugust19,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07/painting-the-p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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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성

(1)가상 상황

가상 상황은 에덴, 라다이스,기원 등과 같은 신화 분 기,

마법,원더랜드,인형들의 티,크리스탈 볼,해 선,백설공주 등 동화

분 기,물 에 떠있거나 우주공간,도시의 거리를 나르는 실

분 기,그리고 꿈, 라우어 베드,구름 등 꿈꾸는 분 기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14일 Bancourt는 자신이 크리스탈 볼을 가지고 있는

데,들여다 볼 때마다 내일 입게 될 룩을 볼 수 있어 아침마다 매우 편

리하다고 했다.[그림 10-1-a]은 크리스탈 볼에 로맨틱한 드 스에 털

(fur)조끼를 입은 Bancourt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촬 을 한 이미

지로 카 라 즈의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마치 동화 속 마법처럼 크

리스탈 볼에서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제 상

황이 아니라,거울 는 카메라 등 자신이 비춰진 모습을 바라볼 때 입

고 싶은 옷에 한 감을 받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이는

Bancourt의 동화 상상력과 패션에 한 애정이 드러난 것으로 상상

자아의 가상 상황이다.

I have this crystal ball, and when I look into it I can see what I’ll be 

wearing the next day. It is so very convenient, especially for getting 

dressed in the morning! (2008.12.14.)217) 

꿈은 블로거의 상상 자아를 고취시키는 요한 요소이다.[그림

10-1-b]은 Lau가 자신의 꿈에서 입고 있었던 드 스를 그린 이미지이

다.2008년 1월 5일 그녀의 에 따르면, 국 하이 스트리트 스토어

(highstreetstore)에서 세일 아이템 더미에서 뒤져서 찾아낸 찰스 아

217)Labouledechristal.(December14,2008).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

september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la-boule-de-christ

al/3887/#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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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타스(CharlesAnastase)와 알베르타 페 티(AlbertaFerretti)의 블

루와 드 드 스를 모두 30유로라는 엄청난 가격에 구매한 것에 한

꿈이었다.Lau는 옷의 색상,디자인,소재,가격,그리고 구매 당시 세

일 가격에 한 흥분과 기쁨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꿈에서 깨

어난 뒤 드 스와 계없는 실에 실망하기도 했지만,패션 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로 핸드 드로잉으로 꿈속의 뉴룩을 표 하

다.이는 그녀가 언 했듯이 언젠가 두 디자이 랜드가 하이 스트리

트 패션과 콜라보 이션하게 될 날을 상상해 보게도 한다.꿈은 옷에

한 열망을 실 하는 상상의 공간이며 블로그는 이러한 꿈을 실 하

는 가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o say that I had the most downright bizarre dream last night would 

be an understatement. Bizarre, not in the way that things were hyper 

surreal and super strange but in the way that it was so vivid, detailed 

and random in a fashion sense.  Picture this: I was in New Look 

(cheapie UK high street store) rummaging through their piles of sale 

items...and in amongst the crap, I found a Charles Anastase for New 

Look dress and an Alberta Ferretti for New Look dress.  They both 

totted up to £30 and I even remember during the dream having the 

feeling of immense joy of nabbing such bargains...I remember feeling 

the material of the gradiated ribbed jersey of the Charles Anastase 

dress.  I remember the light poofiness of the Alberta Ferretti dress with 

the layers of red/pink tulle...when I woke up, I was sorely 

disappointed... I have no idea why in my dreams, I managed to pluck 

out Charles Anastase and Alberta Ferretti as two names that would do 

high street collaborations... So real was the dream that I had to get up 

and sketch them just so in two days time...(2008.1.5.)218)

Gevinson는 에덴의 달빛에게 쓰는 편지라는 설정으로 신화 컨셉

218)Dreamingextreme.(January5,2008).stylebubble.retrivedAugust14,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01/dreaming-extrem.html#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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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 고,Neely는 2012년 8월 13일 라이언

보이와 함께 한 로드 트립 에 유타(Uta)와 네바다(Nevada)경계의

사막에서 서로의 사진을 촬 하 다.[그림 10-1-c]에서와 같이 Neely

는 100도가 넘는 기온과 강렬한 태양빛 아래 화이트 드 스와 실버 힐,

높이 묶은 포니테일 등으로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모습의 실

분 기를 연출하 다.하늘과 땅이 만나는 풍경,카메라를 바라보지 않

고 우주에 떠 있는 듯 불안정하게 서있는 Neely의 포즈과 시선 등은

실을 월한 가상 상황을 표 하고 있다.

A growing absence in space...Driving out to a remote edge of the salt 

flats on the Utah/Nevada border to shoot each other... We stripped 

down to, like, Band-aids in the 100 degree sun, so delirious that we 

stopped remembering to flinch after the fifth minute or so...I guess in 

retrospect I wanted to look all Astro in my Ellery dress – Bryan 

slicked my hair back into a ponytail and I got my silver heels all nice 

and salty.(2012.8.13.)219)

(2)가상 신체

블로그에서 가상 신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형상화, 는

물질화,천사,마녀, 사(warriorprincess),로 ,엑스 이,요정 등

실 존재,그리고 인간의 인체가 분리,해체, 왜곡되어 나타나

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등장하 다.

Gevinson은 [그림 10-2-a]와 같이 2011년 2월 6일 ‘로지 더 로

(rosietherobot)’이라는 주제로 인어공주 미래 버 을 선보 다. 이

내린 집 밖에서 촬 한 Gevinson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잠시 방문한

로 인형처럼 보인다.Gevinson의 에서는 블루 가발을 쓰고 인어공

주처럼 드 스를 입고 싶었지만,드 스용 가벼운 소재가 없어서 트

로 미래형인 젯슨(Jetsons)의 버 으로 연출하 으며 사용한 아이템들

의 랜드를 자세히 설명하 다.이는 1960년 미국 TV에서 인기를

219)A growing absence in space.(August13,2012).fashiontoast.retrieved

september30,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2/08/a-growing-absenc

e-in-sp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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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던 로 애니메이션 ‘젯슨 가족(TheJetsons)’의 캐릭터는 ‘로지

(Rosie)’를 미래형으로 재 한 것으로 로지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며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정용 로 이었다.

Yesterday I really wanted to wear my wig and dress like a mermaid 

but I didn't have the ethereal materials (yeah I'm a poet now) to be a 

serious one so I settled for a kind of retro-futuristic Jetsons version. 

...Manic Panic wig, Alexander McQueen top from Browns, thrifted long 

sleeve, structured Target skirt, We Love Colors tights, Pierre Hardy x 

Gap platforms. (2011.2.6.)220)

Lau는 포토샵을 활용하여 신체의 분리된 이미지를 만들거나,촬

기법을 활용하여 햇빛에 비친 지신의 모습이 여러 개로 반복되는 모습

을 연출하 다.2009년 3월 16일에는[그림 10-2-b]와 같이 자신의 아

트에 비친 빛의 투명함을 형상화하기 하여 얇고 비치는 소재의 아이

템을 활용하여 이어링하 다.화이트,네이비,블랙의 얇고 느슨한 티

셔츠와 드 스 둥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의 색상과 디자인의 한계로

감을 충분히 표 하기 어려워 동그라미 장식이 소매에 입체 으로 달

려있으며 얇고 비치는 블랙 티셔츠를 새로 구매했다고 소개하 다.블

랙 캐미솔에 새로 구입한 시스루 탑을 입은 가운데 드러나는 팔과 상

체의 실루엣,통이 넓은 네이비 이스 팬츠 안에 비쳐지는 다리의 실

루엣을 빛의 효과로 표 하 다.Lau는 다음날도 계속해서 집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투명함을 더 표 해 볼 수 있기를 바람을 표 했다.

...the light flooding into my greenhouse of an apartment has got me 

thinking about getting diaphanous again except my sheer items are still 

fairly limited in terms of colour palette and not nearly as structured as 

I'd like them to be. Whites, navies and blacks in gauzey loose 

tees/dresses... The newest addition to the sheer family being this black 

t-shirt with embroidered circles bought from UpMarket yesterday for 

220)RosieRobot.(February6,2011).thestylerookie.retrievedAugust12,2013,

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1/02/rosie-robo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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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m hoping there are more light filled apartment days to come 

seeing as the Diaphanous really has taken over the brain... (2009.3.16

.)221)

Neely는 2010년 6월 22일 [그림 10-2-c]에서 라와 팬티의 속옷

차림으로 리즘 효과를 사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 가 반사되어 두 방

향으로 보이도록 연출한 이미지를 포스트 하 다.자신의 에서는 지

루한 일상에서 카메라의 셀 타이머 조작으로 거울에 반사된 신체를

표 해 보았다고 하 으며 착용하고 있는 블랙 아이템을 소개하 다.

이는 상상 자아의 가상 신체의 유형 하나로 로 ,마녀,천사

등 실재하지 않는 실 존재를 표 하기도 하지만,인체의 조작과

변형을 통해 실에서 불가능한 왜곡된 모습을 표 하는 로 분석할

수 있다.

Getting dramatic with the self timer setting and a mirrored dresser. 

Pictured: a very bored girl, YSL/Pamela Love/Soixante Neuf rings, 

vintage slip, Balenciaga platform sandals, and Black Onyx 

nails.(2010.6.22.)222)

상상 자아이미지에 한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 7]와 같이 정리

하 다.

221)Diaphanouslight.(March16,2009).stylebubble.retrievedAugust21,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9/03/diaphanous-light.html#com

ments.

222)Prism.(June 22,2010).fashiontoast.retrieved september30,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0/06/pris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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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자아 세부유형 세부내용

나르시시즘
신체적 조건

패션 스타일

 - 키, 얼굴, 바디 등에 대한 만족

 -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소신과 만족 

 - 자신의 이미지가 담긴 특정 아이템 활용

  (거울, 왕관, 체리블로섬, 체리 등)                 

퇴행

유년기

레트로,

빈티지

 - 유년기 사진

  (자신의 유년시절, 크리스마스나 여행 등 가족과 함께 한 사진) 

 - 유년기와 청소년기 회상(자주 입었던 옷, 자주하던 놀이, 추억이  

  있는 장소, 자신의 메모, 좋아했던 동화, 만화 캐릭터, 장난감, 놀  

  이동산, 학교생활 등) 

 -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었던 옷, 어머니가 어린시절 만들어 주셨  

  던 아이템 재현

 - 20세기 패션을 대표하는 아이템, 실루엣, 패턴, 칼라 등을 시대적  

  배경을 설정

 - 마리앙투와네트, 마담 퐁파두르, 엘리자베스 여왕, 1800년대의 학  

  교 선생님 등 19세기 복식 스타일, 중세적 복식 스타일

동일시

문화

 예술

자연

트렌트

 - 음악(가수, 타이틀, 가사, 앨범재킷)

 - 영화흑백영화, 영화 속 장면과 대사, 등장인물),TV 드라마, 

   애니메이션 

 - 시, 소설, 동화. 사진, 회화 등 예술작품

 - 문화적 코드(티파티, 부활절, 할로윈 캐릭터, 슈퍼히어로, 

   운동선수)  

 - 테크놀로지(i-pod, 핸드폰, 자연(동식물)

 -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특정 아이템의 디테일과 실루엣, 또는 전체  

   적 컨셉 모방

 - 잡지 화보의 배경과 비슷한 스타일 연, 셀레브리티 패션

 - 다양한 영감으로부터 프틴트 패턴 및 칼라 연출 

가상성

가상적 

상황과  

신체

 - 신화적 분위기(여신, 에덴, 파라다이스, 기원전)

 - 동화적 분위기(천사, 마녀, 요정, 전사, 마법, 원더랜드, 공주, 

   인형들의 파티, 크리스탈 볼, 해적선, 동불의 형상화등)

 - 초현실적 공간: 물 위에 떠 있는, 우주 공간, 도시의 거리를 

   나르는 듯한 상황

 - 꿈꾸는 듯한 분위기: 플라워 베드, 구름, 꿈

 - 물질화(캔디, 마카롱)

 - X-ray, 분리된(해체된) 신체  

［표 7］ 상상 자아이미지의 세부유형 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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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자아이미지 사례>

［그림 7-1］2012년 가장 맘에 드는 룩 ［그림 7-2］자신이 만든 ［그림 7-3］생일기념

패션토스트 드 스,체리블로섬걸 왕 을 쓰고 등교,

스타일루키

[그림 7］ 나르시시즘

[그림 9-2-a]트 드 동일시,(디자이 ,가 스 퓨 컨셉) [그림 9-2-b]트 드 동일시

스타일루키 (질 샌더 SS08컬 션 칼라)

스타일버블

[그림 9］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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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a］유년기(10세 생일선물),체리블로섬걸

［그림 8-1-b］유년기(페이퍼 빙) ［그림 8-2-a］ 트로/빈티지

스타일버블 (70년 와이드 팬츠),체리블로섬걸

［그림 8-1-c］유년기(어머니의 드 스로 [그림 8-2-b］ 트로/빈티지(가장

인어공주 스타일 연출),블론드샐러드 좋아하는 시기,60년 ),스타일루키

[그림 8］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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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a]문화 술에 한 동일시

화 ‘ 한 유산(GreatExpectation)’,스타일버블

[그림 9-1-b]문화 술에 한 동일시

소설, 화 ‘처녀자살소동(VirginSuicides)’,스타일루키

[그림 9-1-c]문화 술에 한 동일시

소설,‘펑하고 산산조각난 아이들(GashlycrumbTinies)’,체리블로섬걸

[그림 9］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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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a]가상 상황(크리스탈 볼) [그림 10-1-b]가상 상황(꿈속의 드 스)

체리블로섬걸 스타일버블

[그림 10-1-c]가상 상황(우주 공간에 [그림 10-2-c]가상 신체(리즘 효과)

있는 설정),패션토스트 패션토스트

[그림 10-2-a]가상 신체 [그림 10-2-b]가상 신체(신체의 분리)

(인어공주 미래버젼),스타일루키 스타일버블

[그림 10］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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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자아

1)역할의 상징성

블로그에서 사회 자아는 언어로 명명되는 개인의 역할을 상징한

다.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블로그에 나타난 역할의 상징성은 블로

거 개인의 배경,성격,취향과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상

황과 역할에 해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와 패션블로그라는 독립 역

을 운 하는 주체로서 블로거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블로

거의 역할은 자기소개에 비하여 좀 더 공 인 속성을 지닌다.

(1)자기소개

블로거의 자기소개는 주로 나이,성별,국 ,이름,직업,가족 계

등 자신의 개인 배경과 살고 있는 곳의 지역 특성,학교생활,일상

의 모습 등의 라이 스타일에 한 이야기이다.블로거의 기호와 취

향,하고 싶은 일에 한 내용,자신의 패션스타일에 해 스스로 평가

한 도 등장한다.블로거의 집,방과 옷장,테라스 등의 개인 공간은

부분 블로그가 시작되는 장소이자 촬 의 배경이며,지갑이나 가방

안의 소지품도 블로거의 취향을 잘 드러내는 상징 요소이다.

Bancourt는 [그림 11-1-a]에서 자신의 방과 옷장,다양한 소지품에

한 이미지를 통해 낭만 이고 소녀 취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08년 11월 2일 그녀의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방을 묘사하고

있다.소녀의 방이 수 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우주라면,서랍 속 도

자기로 된 작은 빈 상자 안에는 유년시 의 책과 메모 등의 보물이 감

추어져 있다.여기 기 흩어져 있는 실내장식품,옷과 악세서리,잡지,

신발 등을 자세히 찰하지 않아도 소녀의 개성을 알 수 있는데,지

분한 사람(bordélique),속물(organigée),미치 이,방탕한 사람, 원한

낭만주의 작가,바람둥이,음악가 등이다.이것이 바로 소녀의 방에

한 매력이다.그곳에는 소녀만의 독특한 분 기가 지배하고,벽과 가구

에는 신비스런 향기가 배어있다.소녀는 그러한 소녀의 작은 방에 머물

고 있으며,아주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다.이 에서 소녀는 Ban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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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가리키며,Bancourt가 방에 한 설명을 통해 얼마나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다.이는 개인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사회 자아로 분석될 수 있다.

Ca renferme milles et un trésors enfouis dans des tiroirs, nichés au 

creux de petites boites en porcelaine. Souvent des livres d’enfance, 

des carnets de notes empilés les uns sur les autres, des tours de cd 

se mélangent avec les bibelots posés un peu partout. les vêtements 

s’entassent sur la chaise du bureau, des bracelets traînent ça et là, les 

piles de magazines s’accumulent impunément au pied du lit. Les 

nombreux sacs à main ont élu domicile sur la poignée de la porte et 

bien souvent, une chaussure séparée de sa soeur jumelle sanglote 

dans un coin...Rien qu’en observant bien les objets qui s’y trouvent, on 

pourrait presque cerner la personnalité de la demoiselle qui occupe les 

lieux. Bordélique, organisée, maniaque, dissipée, éternelle romantique, 

coquette, musicienne…Il y règnes une ambiance si particulière, les 

murs et les meubles sont imprégnés d’un parfum mystérieux. Je reste 

dans ma petite chambre, tant que je peux encore en profiter! 

(2008.11.2.)223)

Lau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패션스타일에 하여 미친(crazy),못

생기면서 쁜(uglypretty),흉측한(hideous),외로운 아웃핏(lonesome

outfit),지 분한 유목민(messy nomad),패션 아웃사이더(fashion

outsider)등 다양한 표 을 사용하여 정의했다.[그림 11-1-b]과 같이

2012년 10월 7일에는 남자 친구가 사다 후드(Goodhood)와 그 이

트(Great)의 콜라보 이션 배낭(rucksack)을 매고 뒤돌아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가방에 새겨진 ‘아웃사이더’라는 단어가 자신의 스타일을

표 하는데 하다고.Lau는 자신의 스타일을 되돌아 볼 때,패션

티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가 건장한 경비원한테 쫓겨나게 될 것만

223)Unechambredefille.(November2,2008).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

september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une-chambre

-de-fille/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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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 상상이 되곤 한다고 했다.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트 드와 고정 념을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

감하고 측하지 못한 믹스 앤 매치의 결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

를 의식한 표 이기도 하다.실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블로거이자 트 드 세터로 인정을 받는 패션 인사이더가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생각하는 Lau의 차별화된 패

션스타일을 변하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소개는 개인 배경 외에도

자신의 스타일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며,언어로 명명한다

는 에서 사회 자아로 해석될 수 있다.

It's going to be a weak argument to still claim that I'm a fashion 

outsider but there'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physically being on 

the periphery and still feeling like an outsider even if you're on the 

inside and I definitely fall into the latter... Steve bought over the 

weekend at the Goodhood's 5 Year Anniversary Pop-Up shop.  The 

rucksack is a collaboration between Goodhood and Great River and it 

is by my admission, deliciously obnoxious with its "Outsider" letterman 

embroidery...I can't think of anything more fitting to wear on days when 

my angsty self rears its ugly head - for instance when I slope my way 

into a fashion party, sip a glass of champagne and feel like a burly 

security guard is going to turf me out at any moment...(2012.10.7.)224)  

(2)블로거의 역할

5개 블로그를 분석한 결과,블로거의 역할은 블로그 오 목 과

련 스토리,블로그 타이틀의 의미로 시작하여 블로그 운 상황에 한

지속 인 업데이트,생일과 블로그 기념일,크리스마스,새해 인사 등

팔로어에게 보내는 메시지,블로그의 역할과 비젼,자신이 블로깅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소개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자신의

방과 옷장 등 개인 공간이 블로그의 취향을 나타냈다면,블로거로서

224)Anoutsider.(October7,2012).stylebubble.retrievedAugust25,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2/10/an-outsi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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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람들의 요청과 인터뷰 등에 의해 자신의

옷장과 소지품을 정리하여 좀 더 공식 으로 소개하게 되는 경향을 보

다.

Ferragni는 [그림 11-2-a]과 같이 2009년 10월 12일 바비 인형을

든 자신의 모습과 함께 자기소개의 로 공식 인 블로그를 시작하

다.그동안 리커(Flicker)와 같은 웹 공동체에 사진을 올리다가 자신

만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해 블로그를 만들었고,‘블론드샐

러드’라는 타이틀과 같이 패션과 여행,취향,라이 스타일 등의 다양

한 믹스가 이루어지는 샐러드 볼이 될 것임을 고했다.10월 22일에

는 자신을 상징하는 바비 인형이 샐러드 볼에 워있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진정한 블론드 샐러드라고 설명하 다.225)Ferragni는 체리블로

섬걸의 Bancourt와 더불어 바비인형과 샐러드 볼이라는 상징 아이템

을 활용하여 자신과 블로그를 효과 으로 소개하여 팔로어들에게 블로

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리고 있다.이는 블로그를 인식시키는 블로거

의 역할을 표 하고 있다는 에서 사회 자아를 반 한 이미지다.

Here I am!

Here we are at the first independent blog driven by needs of 

communication and personalization. After years spent on Flicker and 

other different web communities I felt like I had to move on and create 

a space for my own. The name is “The Blonde Salad” because this 

blog is gonna be a salad of myself. The ingredients will be those 

which have always characterized me: fashion, photography, travel and 

lifestyle. (2009.10.12.)226)

블로거는 정기 으로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메시지를

달하며,사람들과 소통하고 블로그를 리해나간다.자신의 소지품들

225)Thisreallyistheblondesalad.(October22,2009).theblondsalad.retrieved

March30,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09/10/this-really-is-the-

blonde-salad.html.

226)HereIam.(October22,2009).theblondsalad.retrievedMarch30,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09/10/here-i-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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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된 방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으로 팔로어들에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생일이나 크리스마스,새해 등 기념일에 공식 인 인사와 메시지

를 달하기도 한다.Ferragni는 [그림 11-2-b]와 같이 2012년 8월 29

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팬과 팔로어 수의 기록을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이는 팬들에 한 감사일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의

성장과 성취에 한 공식 인 홍보이며,블로그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

이 된다.이와 같이 블로거가 극 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리하며 팔

로어와 소통을 하는 것은 블로거의 역할이 드러난 사회 자아이미지

로 분석할 수 있겠다.

This August, my social networks got some record results: -More than 

200 000 fans on my Facebook fanpage (now they’re 207 000) 

-More than 100 000 followers on Twitter (now they’re 101 800)

-More than 250 000 followers on Instagram (now they’re 255 000)

For all this and for following me all the time.

A thousand times thank you! (2012.8.29.)227)

(3)인간 계

블로거의 일상 지배하는 인간 계는 크게 가족,친구,동료이다.블

로그에서는 형제,자매,친구들과의 일과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블로

거의 사회 역할이 확 될수록 동료 블로거나 함께 일하는 포토그래

퍼,디자이 등 패션 련 문가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erragni는 세 자매를 심으로 하는 가족과 남자친구를 비롯하

여 가까운 친구들과의 일상을 자주 공개하는 표 인 블로거다.그녀

의 남자친구는 많은 일상과 촬 을 함께 하며 블로거의 가장 큰 후원

자이자 지지자임을 알 수 있다.Ferragni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는

데,블로그 반에는 촬 을 도와주거나 함께 산책하고 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모습도 자주 등장하 다.여자 친구들과는 함께 카페에서 식사

227)200k-100k-and-250k-times-thank-you.(August29,2012).the blond salad.

retrieved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8/200k-

100k-and-250k-times-thank-you.html.



-106-

하는 모습,주말의 가벼운 아웃도어,로드 트립(roadtrip)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1-3-a]과 같이 2011년 3월 18일에는 친구들과의 패

셔 블한 모습을 남겼는데,그녀와 가장 친한 3명의 친구들이 각기 다

른 디자이 백을 들고 있는 이미지이다.처음엔 얼굴이 없는 이미지에

서 가 Ferragni인지 질문을 던졌고,다음엔 신을 보여주며 가방의

주인공들이 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 다.이러한 이미지는 블로거의

인간 계 친구를 나타낸다.‘유유상종’을 연상시키듯 최신 트 드에

민감한 Ferragni와 친구들만의 문화와 패션스타일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회 자아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다.

GUESS WHICH ONE I AM. Some photos shot yesterday, after the 

brunch with some of my closest friends: Ludi, Pardis and Veronica. 

Can you understand we all have a bag mania? Now I’m in love with 

Pardis’ new green Balenciaga Ligne Papier. What do you say about 

dots on dots I chose? (2011.3.18.)228)

여성 블로거의 남자친구는 블로거의 활동 많은 시간을 함께 하

며,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을 어주는 경우가 많다.함께 주말을 보내

거나 휴가 때 여행지에서 보낸 다양한 모습들을 남기기도 하고,공식

인 패션 행사에 함께 가기도 한다.블로거의 성향에 따라 Bancourt와

같이 자신의 약혼자를 가장 사 인 역에 남겨두고 보여주지 않는 경

우도 있지만,남자친구는 부분 블로거의 활동에 폭 인 지지와 도

움을 뿐 아니라 정신 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 주는 존재로 치한

다.Bancourt의 경우 남자 친구와의 데이트 장면이나 기념일 이벤트

등을 과감하게 포스트하기도 했고,Lau는 2011년 2월 15일 발 타인

데이와 남자친구의 생일을 기념하여 남자친구에게 Havin’ a

Bubble(havingalaugh)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웨터를 선물하고 함께

[그림 11-3-b]와 같이 커 사진을 촬 하 다.Lau는 크림색,남자친

228)GuesswhichoneIam.(March18,2011).theblondsalad.retrievedseptember

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1/03/guess-which-one-i-am.htm

l.



-107-

구는 블랙 스웨터를 입고 나란히 서서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남자친구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제 로 된 사진을 지 못

해서 조 은 낯 뜨거운 촬 을 하 다고 설명했다.마치 남자친구에게

“버블을 가졌네.”라고 할 때,Lau가 “나 여기 있어요.”라고 답하는듯

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다.

I know Valentine's Day has passed...but yesterday above being 

Valentine's day was my other half Steve's birthday... Therefore I give 

you a shot that is handily fashion related and expresses my gratitude 

to have found a guy who is up for wearing a jumper that says "Havin’ 

a Bubble" - a Cockney rhyming slang to mean "having a laugh"... So 

we have the cheesy couple shot, one that has eluded Steve and I, for 

four years because we don't actually have our photograph taken 

together that often except when we're messing about with old film 

cameras... "You havin' a bubble?"  "Yes I am!” (2011.2.15.)229)

사례 조사의 결과 5개의 블로그 Gevinson과 Bancourt는 이미지

가 아닌 로서만 남자 친구를 언 하 고,Lau,Ferragni,Neely는 모

두 커 사진을 포스트 하 다.이는 남자 친구가 블로거의 인간 계를

나타내는 사회 자아이미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4)사회활동

블로거의 사회 활동은 자아이미지에서 가장 낮은 비 을 차지했

다.하지만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한 블로그가 패션 시스템의 문 역

으로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블로거도 많은 팔로어와 팬이 따르는

공인이 되었고,사회활동 참여도 블로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에 주목

해야 한다.본 연구의 사례는 Ferragni와 토미힐피거(TommyHilfiger)

의 우간다 자원 사 참여와 Neely의 에이즈퇴치 홍보 등의 로 나타

229)Thecoupleshot.(February15,2011).stylebubble.retrievedfrom August23,

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1/02/the-couple-shot.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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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2012년 4월 13일,Neely의 에는 에이치앤앰(H&M)에서 주최하

는 5번째 에이즈 퇴치 홍보 컬 션이 이번 시즌에 세계 각 지역의 문

화에서 감을 받은 린트와 패턴에 을 두었음을 알렸다. 한,

캘리포니아주의 페스티벌 코첼라(Coachella)에 H&M의 텐트에서는

“KissforaCause”부스에서 구나 사진을 을 때마다 H&M이 1

달러씩 에이즈 리서치에 기부하게 됨을 홍보하 다.[그림 11-4]에는

에이즈 퇴치 문구가 린트된 화이트 탱크를 입고 잔디 에 워있는

Neely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얼굴과 하체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

체의 문구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 다.이와 같이 블로거의 사회

심이 패션을 통해 표 되는 것은 공인으로서 블로거의 역할을 드러낸

다는 에서 사회 자아이미지로 분석될 수 있다.

H&M has just released their 5th Fashion Against AIDS collection, this 

time focused on prints and patterns inspired by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Support the cause by stopping by their tent at Coachella –

H&M will donate $1 to AIDS research for every photo taken at their 

“Kiss for a Cause” booth hashtagged with #kissforacause #hmusa. So 

easy and fun! (2012.4.13.)230) 

2)타자의 욕망

블로그에 나타난 사회 자아이미지의 두 번째는 타자의 욕망으로

제시되고 있다.세부항목은 일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블로거

의 개성이 담긴 스타일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것, 로벌 도시에서 열리

는 패션 크에 참석하면서 일정에 따라 패셔 블한 스타일을 업데이

트 하여주는 것,블로거의 사회 성취로 다양한 콜라보 이션,디자인,

인터뷰,수상 등을 보여주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230)KissforacausewithHM.(April13,2012).fashiontoast.retrievedseptember

30,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2/04/kiss-for-a-cause-with-hm.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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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타일 소개 제안

블로거는 마다 개성 있는 자신만의 룩을 선보인다.블로그의 기

에는 자신의 유년시 부터 재까지의 옷,부모님과 친구들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활용하며,빈티지 이나 랜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쇼핑하

며 뉴 아이템을 소개한다. 한,자신만의 스타일 노트나 무드보드를

만들어 주간 패션이나 트 트를 제시하는데,때로는 자신이 직 디자

인하여 옷이나 액세서리를 만들고,DIY로 기존의 아이템을 변형하여

새롭게 선보인다.블로그 후반으로 갈수록 블로그의 인지도와 향

력이 커지면서,디자이 가 보내 온 샘 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출하

는 경우가 많아진다.풀타임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패션 크를 비롯하

여 다양한 행사에 받고 세계 각국으로의 여행 기회가 많아지게 되

면서,여행지 고유의 분 기와 특성을 담아 마치 화보 같은 연출을 하

는데,이는 많은 팔로어들의 욕망의 상이자 리 만족이 되고 있다.

Ferragni는 2013년 2월 4일 베스 (Vespa)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남

자친구,강아지와 함께 마치 럭셔리한 가족의 화보를 촬 한 듯한 이미

지를 포스트하 다.자신의 에서는 16세 생일에 처음으로 베스

125를 선물 받아서 즐겁게 탔던 기억을 떠올렸다.19세에 라노로 이

사를 오면서는 막내 동생에게 물려주었고,남자친구가 자신의 커다란

바이크인 트라이엄 트럭스톤(Triumph Thruxton)을 태워주곤 하

다.베스 는 더운 여름에 시티 안에서 이동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여

러 장소의 미 을 다니기에 유용하여 오랜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

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설명한다.[그림 12-1-a]에서 보듯이 Ferragni

와 남자친구 Ricky,그리고 애완견 마틸다(Matilda)는 마치 한 가족처

럼 함께 반짝이는 드 베스 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남자친구를

한 선물인 가죽 사첼(Satchel)백도 깜짝 등장하여 시선을 끈다.이는

베스 라는 핫(hot)아이템을 통해 세계 도시, 라노의 고 세련되

며 역동 인 라이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미지만으로도 그러

한 라이 스타일에 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타자의 욕망의 상으

로서 사회 자아이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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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rst motorbike was my grey Vespa 125, that I received for my 16th 

birthday and with witch I used to have so much fun in Cremona, 

feeling like a grown up. When I moved to Milan, at 19, I lost the right 

to use my first Vespa, which became my youngest sister’s treasure in 

a second. Ricky has... always brought me around on his beloved 

Triumph Thruxton. We were thinking about getting a vespa for the 

couple for a long time: there’s nothing more comfortable to run from a 

meeting to the other one in the city, especially in hot months. Our 

vespa arrived on Thursday and yesterday afternoon we tried it with all 

the family, Matilda included. The satchel you see on Richi was one of 

my presents... (2013.2.4.)231)

Neely는 2012년 6월 21일 여름 유니폼(summeruniform)이라는 제

목으로 뉴욕 패션 크 동안 미트패킹(Meatpacking)스토어에서 구매

한 헬무트 랑(HelmutLang)의 보일(voil)탑에 하여 포스트하 는데,

드 이퍼리가 풍성하고 부드러워 피부에 닿지 않아 LA의 여름 날씨에

완벽한 아이템이라는 만족감을 표 하 다.이는 블로거의 쇼핑과 아

이템 소개의 형 인 이다.구매한 장소,아이템, 합한 용도를 설

명하며 한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하여 촬 한 이미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다.[그림 12-1-b]에서 Neely의 이미지는 캘리포니아의 야자

수를 배경으로 햇살이 가득한 풍경 하에 풍성한 개더의 서 러스

(surplus)탑과 데님 쇼츠를 입고 있는 모습은 블로거가 소개하는 아이

템의 특성과 장 을 확실히 보여 으로써 팔로어의 소유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는 에서 사회 자아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Another sunny day in LA, wearing the perfect summer top by Helmut 

Lang that I first fell in love with at their Meatpacking store during 

fashion week. Feels like nothing against the skin and looks good with 

anything fitted/microscopic. Too easy. (2012.6.21)232)

231)Habemusvespam.(Febuary4,2013).theblondsalad.retrievedseptember27,

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3/02/habemus-vespam.html.

232)Summeruniform.(June21,2012).fashiontoast.retrievedMarch30,2013,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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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션 크 스타일

모든 패션블로거가 패션 크에 받게 되기를 열 하며,패션쇼

장에서 유명한 디자이 와 모델 등 셀 리티와 처음 만났던 경험을

믿기지 않는 꿈으로 표 하기도 한다.이제는 블로거 리티라는 용어

가 생겨났을 정도로,패션아이콘으로 인정받는 유명 블로거는 세계 각

국의 패션 크에 참석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개성을 빛낸다.패

션 크 스타일은 블로거가 패션쇼나 련 행사에 참석한 모습,디자이

와 모델 등 패션 셀 리티와 함께 한 모습,주변 풍경에 한 스

치 등으로 블로거로서 성공의 상징이자 패션스타일 에서도 가장 패

셔 블하고 화려하며 많은 팔로어의 댓 에서 가장 큰 욕망의 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회 자아이미지다.

Ferragni는 다른 블로거에 비해 상 으로 사회 자아이미지가

강한 블로거이다. 라노,뉴욕, 리 패션 크 등 로벌 패션 도시에

서 셀 리티 이상의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어 많은 팔로어의 지지

를 받고 있다.2012년 9월 23일 라노 패션 크 포스트에는 막스 마

라(MaxMara)쇼를 시작으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Armani),에

르마노 설비노(ErmannoScervino)의 쇼까지 방문한 일정과 쇼의 내용

에 한 간략한 리뷰,[그림 12-2]와 같이 엠포리오 아르마니의 컬 션

룩을 미우 미우(Miu Miu)가방과 자신의 랜드,키아라 페라그니

(ChiaraFerragni)앵클 부츠와 매치한 모습을 함께 소개하 다.모든

팔로어에게 블로거가 세계 인 도시의 패션쇼에 된 것만으로도 엄

청난 선망의 상이 되는데,패션쇼 후 디자이 의 런웨이 룩을 입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커다란 욕망의 상이다.

Thursday, second day of Mercedes-Benz Milan fashion week: I started 

early morning with Max Mara fashion show (sand tones and safari 

mood) and then I’ve been to Emporio Armani (nude colours and shiny 

details with half-moon shaped bags) and Ermanno Scervino (sculptured 

shoes, maxi earrings and transparencies due to the special cuts on the 

http://www.fashiontoast.com/2012/06/summer-unifor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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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es)... In honour to Emporio Armani fashion show I had the chance 

to wear a catwalk look from fall/winter 2012/2013 collection created by 

coordinated dress and hat, that I matched with a Miu Miu maxi bag 

and Chiara Ferragni ankle boots from last year.(2012.9.23.)233)

(3)성취

블로거의 사회 자아이미지가 가장 완성된 형태는 다양한 성취로

나타난다. 표 인 형태는 디자이 , 랜드,유통업체,IT기업 등과의

콜라보 이션이고,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스피치, 랜드 행사와

티 참여,잡지 화보 촬 ,그리고 블로그러빈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블

로그상을 수상하는 것 등이다.

블로거에게 세계 인 디자이 와 콜라보 이션의 기회가 주어진다

는 것은 블로그에서 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만큼 향력이 있으며,

블로거의 퍼스 패션스타일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연구

상으로 선정된 5개의 블로거 모두 하이앤드 디자이 랜드에서부터,

자국의 내수 랜드, 로벌 SPA 랜드까지 다양한 랜드와 콜라보

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콜라보 이션의 가장 형 인 형태

는 스타일 셀 션으로 블로거가 랜드의 신제품 라인에서 아이템을

선택하고 코디네이션하여 자신의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이다.

Lau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Gabbana)의 SS11스타일을 셀 션

하여 도우 디스 이 작업을 하 다.2011년 2월 28일 에 따르면,

돌체 앤 가바나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확장하면서 자신을 비롯하여 블

로거를 패션쇼의 론트 로에 하 다.이러한 온라인 홍보는 온라

인 세계 안에서 쇼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객들이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객들의

시선도 패션쇼로부터 스크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측했다.

Dolce & Gabbana's strategies concerning the world of online can claim 

233)MercedesBenzmilan fashion week day2.(september23,2012).theblond

salad.retrieved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9/

mercedes-benz-milan-fashionweek-day-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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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ut a notch on the timeline of the rise of fashion bloggers if there 

ever was one with their move to place a row of bloggers in the front 

row and it seems to me that it continues to engage with the world of 

online in a variety of ways that included live commenting during the 

show that were logged onto screens suspended in the show venue so 

that the audiences' eyes kept on being diverted from catwalk to 

screen... (2011.2.28.)234)

한 자신이 최근 몇 년간 돌체 앤 가바나 컬 션 가장 맘에 들

었던 SS11의 라노 매장 도우 스타일링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하지만,그 다고 자신이 ‘돌체 걸’은 아님을 밝혔다.돌체 앤

가바나의 비쥬얼 머천다이징 에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Lau만의

시각을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이다.결국 그녀는 [그림 12-3-a]의 가장

오른쪽 스타일과 같이 블랙 앤 화이트 폴카닷 트라우 에 화이트 이

스 블루머 쇼츠를 이어링함으로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의 Babara에

게 웃음을 선사했다.Lau의 사례는 블로거가 패션 시스템 안으로 역

을 확장하면서,디자이 와 콜라보 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성취를 드러내는 사회 자아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다.

...I'm happy to partake when asked especially when it's an opportunity 

like styling the window of the Dolce & Gabbana store on via Della 

Spiga 26 in Milan. Well I said yes, because the S/S 11 collection, 

which we were using to style the windows luckily happens to be one 

of my favourite Dolce & Gabbana collections of recent years - bingo on 

the timing.  Does it mean I'm a Dolce girl?  I'm not sure that's the 

objective to mould me into one, as Dolce said that what they were 

after were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ir visual merchandising, 

something that was out of the Dolce & Gabbana norm.  I think I may 

have achieved that with one outfit in my window where Barbara, from 

the Dolce & Gabbana visual merhandising team, couldn't stop chuckling 

234)DolceVita.(February28,2011).stylebubble.retreivedAugust22,2013.8.22.,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1/02/dolce-vita.html.



-114-

at the fact that I had put lace bloomer shorts over polka dot trousers... 

(2011.2.28.)235)

콜라보 이션의 두 번째 형태는 특정 랜드의 특정 시즌에 캡슐

컬 션이나 아이템을 개발하여 모델로 활동하는 것이나 랜드에서 블

로거의 이름으로 라인을 런칭하는 것이다.Lau는 뉴욕 베이스의 액세

서리 랜드 보이(BOYY)와 콜라보 이션 한 버블트러블(Bubble

Trouble)클러치(clutch)를 포스트 하 고236),Ferragni도 속옷 랜드

야마마이에서 캡슐 컬 션과 룩 북 촬 을237),슈페르가(Superga)스니

커즈에서 자신의 라인을 런칭하 으며238),Bancourt도 속옷 랜드 에

탐(Etam)에서 자신의 라인을 런칭하여 모델로 활동하 다.239)

콜라보 이션 외의 사회 성취는 Ferragni와 같이 자신의 신발

랜드 ‘키아라 페라그니’를 런칭하고 블로그에서 지속 으로 홍보 하는

것240),Gevinson의 루키(Rookie)매거진 런칭241)등 블로거가 자신만의

역을 좀 더 극 으로 개척하는 로 나타났다.이러한 경향은 블로

그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많아졌는데,블로거의 퍼스 스타일이 인기

를 얻게 되면서 패션 련 매체와의 인터뷰,화보촬 ,시상식 참여,스

피치, 드 카펫 등과 같은 행사 참여도 증가한다.Neely는 2012년 2월

235)Ibid.

236)DoubleBubbleTrouble.(May27,2013).stylebubble.retrievedAugust25,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3/05/double-bubble-trouble.ht

ml.

237)ChiaraFerragniforYamamay:thelookbook.(March1,2013).theblondsalad.

retrieved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3/chiara

-ferragni-for-yamamay-the-lookbook.html.

238)BackinLosAngeles.(June10,2013).theblondsalad.retrievedseptember27,

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3/06/back-in-los-angeles.html.

239)TheCherryblossom girlxEtam.(Jan31,2012).thecherryblossom girl.

retrievedseptember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the-cher

ry-blossom-girl-x-etam/17645/

240)BoyandGirl.(October28,2011).theblondsalad.retrievedAugust21,2013,

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1/10/boy-and-girl.html.

241)Isthisthereallife?Isthisjustfantasy?(September16,2012).thestyle

rookie.retrievedSeptember25,2013,fromhttp://www.thestylerookie.com/2012/09/

is-this-real-life-is-this-just-fantas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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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그림 12-3-b]과 같이 블로그러빈의 시상식에서 베스트 퍼스

스타일상을 받은 사진과 함께 수상 소감과 자신에게 투표해 많은

팬들에 한 감사인사를 하 다.

Bloglovin awards 2012...I just got back from the Bloglovin Awards at 

the Edison Hotel –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voting for me 

again this year for best personal style! I am floored to the point where 

my insides feel weird. THANK YOU!!(2012.2.13.)242)

Ferragni는 2012년 9월 18일 라이 스타일 미러(lifestylemirror)의

화보와 비디오 촬 에 한 스토리를 포스트 하 다.[그림 12-3-c]에

서 보듯이 커버스토리를 장식하게 된 과 기쁨도 있지만,웅장한 팔

라조(palazzo)에서 드 스를 입고 천정의 샹들리에에 닿을 수 있도록

높은 테이블에 올라가 촬 을 하는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 하 다.그리

고 함께 콜라보 이션 한 이탈리아와 미국의 양 에도 감사 인사를

하 다.이것은 블로거의 성취 화보 촬 의 로 다른 자아이미지와

는 달리 블로거의 주체 인 시각이 아닌 기존의 패션 화보와 같이 스

타일리스트와 포토그래퍼 등 연출자와 촬 감독의 시각이 반 된 이미

지이다.Ferragni는 시스루 블랙 드 스를 입고 마치 술 작품처럼 높

은 테이블 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머리는 천정의 샹들리에에 닿

을 듯 말 듯 하다.온 히 타자의 응시이자 욕망의 상으로 치한 그

녀의 모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 존재로 보여 진다는 에

서 사회 자아이미지를 표 한다.

I can finally reveal my cover story for Lifestyle Mirror, online from this 

morning on Lifestylemirror.com. Such an emotion and honour! In this 

post I selected my favourite photo from the photoshoot and a video 

teaser plus some backstage pictures... This magic moment happened in 

July at palazzo Clerici: the most difficult part was “climbing” the table 

242)BloglovinAward.(February13,2012).fashiontoast.retrievedSeptember30,

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2/02/bloglovin-awards-20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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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ery high heels and turn around myself for the first scenes of the 

video... A big thanks to all the Italian and American team for the 

wonderful collaboration! (2012.9.18.)243)

사회 자아이미지에 한 이상의 내용을 [표 8]과 같이 정리하 다.

243)ChiaraFerragnicoverstory on lifestylemirror.(September18,2012).the

blondsalad.retrieved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

2012/09/chiara-ferragni-cover-story-on-lifestyle-mirr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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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아 세부유형 세부내용

역할의 

상징성

자기소개와

블로거의 역할

 - 나이, 성별, 국적, 이름, 직업 등

 - 라이프스타일(일상의 모습, 방과 옷장 등 개인적 공간과 소지

   품, 살고 있는 곳의 지역적 특성, 학교생활)

 - 자신의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단어

 - 블로그 타이틀, 목적과 오픈 스토리, 운영상황, 블로깅 모습

 - 팔로어에게 보내는 메세지(Q&A, 생일, 블로그 기념일, 

   크리스마스, 새해 인사 등)

 - 블로그의 역할과 비전

인간관계
 - 가족(어머니, 자매), 남자친구(커플룩, 데이트, 여행)

 - 친구, 동료(생일파티, 여행, 공연, 일상, 블로거 모임과 행사)

사회활동  - 에이즈 퇴치 운동, 아프리카 봉사 활동, 나이키 마라톤 등

타자의 

욕망

스타일소개 

및 제안

 - 빈티지, 브랜드, 디자이너 등 새롭게 구매한 아이템과 기존의  

   스타일 매치하여 다양한 스타일 제안 (daily, weekly look)

 - 자신의 디자인, DIY, 또는 협찬 받은 디자이너 샘플로 스타일

   로 연출

 - 다양한 여행지에서의 특성을 담아 연출

패션 위크 

스타일

 - 매 시즌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위크 참석기간 중 스  

   타일 노트

 - 패션쇼장 스케치, 세계 각국의 블로거를 비롯하여 모델, 디자  

   이너 등 셀레브리티들과 함께 한 모습

성취

 - 자신의 브랜드 런칭 및 소개

 -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업체, IT기업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 브랜드 행사와 파티 참여, 디자이너 스튜디오 방문

 - 보그, 엘르 등 유명잡지 화보촬영 

 - 블로그러빈 수상,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 방송, 스피치

[표 8］ 사회 자아이미지의 세부유형 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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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아이미지 사례 >

[그림 11-1-a]자기소개(자신의 방과 소지품)

체리블로섬걸

[그림 11-1-b]자기소개(스타일) [그림 11-2-b]블로거의 역할 (블로그 운 상황)

스타일버블 블론드샐러드

[그림 11-2-a]블로거의 역할(블로그 타이틀 소개)

블론드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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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a]블로거의 인간 계(친구),블론드샐러드

[그림 11-3-b]블로거의 [그림 11-4]블로거의 사회 활동

인간 계(연인),스타일버블 (에이즈 퇴치 운동),패션토스트

[그림 11]역할의 상징성

[그림 12-1-a]스타일 제안 (라노 라이 스타일),블론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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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b]스타일 제안(여름 아이템 소개) [그림 12-2]패션 크

패션토스트 스타일,블론드 샐러드

[그림 12-3-a]성취(SS11돌체 앤 가바나 라노 매장 도우 디스 이

스타일링 참여,오른쪽 첫 번째),스타일버블  

[그림 12-3-b]성취(2012블로그러빈 수상 [그림 12-3-c]성취(라이 스타일 미러

패션토스트 화보촬 ),블론드샐러드

[그림 12]타자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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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질 자아

본질 자아는 1차 본능,실제 실, 상 a,주이상스,성 도

착의 세부항목으로 나타났다.

1)1차 본능

5개의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나타난 1차 본능은 식욕,건강,날

씨와 계 감 등의 생리 본능과 사랑의 감정,멜랑콜리,편안함,두려

움 등 심리 본능이다.식욕은 좋아하는 음식,디 트,음료수 등에

한 스토리와 스타일을 연결시키곤 하는데,Lau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

식의 사진을 올리거나 마카롱에 빙의한 색채감으로 스타일을 연출한

모습,Ferragni가 한 겨울의 추 를 아이스크림으로 이하여 이한치한

하는 모습244)등으로 나타났다.Susie의 노 메이크업 상태245),Ferragni

가 늘 스트 이트 헤어를 보여주다가 머리감고 나온 자신의 실제 곱슬

머리를 고백하는 모습246)등은 생리 특성을 사실 으로 표 한 이

다.

2008년 2월 13일 Lau는 피 흘리는 몬(bloodylemons)이라는 제목

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감을 받은 스타일을 연출하 다.몸이 아

서 몬 꿀 차를 계속 마시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입고 있

는 빈티지 드 스에 몬을 연상시키는 소용돌이와 퍼 색상의 패턴

이 린트되어 있고,하이넥은 염증이 생겨 붉게 된 가슴을 장해

수 있다고 하 다.[그림 13-1]의 이미지는 에서 설명한 드 스를 입

은 창백한 Lau와 몬 조각이 담긴 컵을 보여주고 있다.팔로어는 아

에도 자신의 상태에 감을 받아 멋있는 스타일을 연출한 수지에

244)New Yorkfashionweek:day8.(February17,2013).theblondsalad.retrieved

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3/02/new-york-fash

ionweek-day-8.html.

245)Nomake-upweek.(October18,2010).stylebubble.retrievedJune15,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0/10/no-make-up-days.html.

246)Redlipstickandcurlynaturalhair.(March18,2010).theblondsalad.retrieved

September25,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0/03/red-lipstick-and

-curly-natural-hai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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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찬사를 보냈다.이는 블로거의 1차 본능인 생리 상태가 드

러난 본질 자아이미지의 사례로 분석된다.

Bloody lemons...Sodding lemons.  Lemons sliced, steeped in hot water 

with a wee bit of honey in shallow mugs.  That's all I'm facing these 

days, as opposed to fashion shows.  Still, when faced with illness and 

piles of lemons, there's nothing to do but to choke it up and look at 

the lemon and see what inspires.  Coincidentally, a vintage dress 

arrived for me in the post which has a swirly lemon and purple pattern 

and  also conveniently has a high neck to disguise my inflamed red 

chest. (2008.2.13.)247)

블로거는 자신의 기분과 내 성향,사랑의 감정 등을 표 하는 경

우가 종종 있는데, 표 로 Gevinson는 2008년 7월 30일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폭력성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ThisiswhathappenswhenI'm aloneinthebathroom.Thisis

alsoathreat.”248)인용 문구와 같이 일종의 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그림 13-2]의 이미지에서는 공격 인 표정으로 변기 펌 를 들

고 뭔가를 내리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는 인간에게 잠재된

폭력 성향을 자연스럽게 표 했다는 에서 본질 자아이미지로 분

석된다.

블로거에게 남자 친구는 사회 자아이미지의 인간 계이기도 하지

만,연인과의 사랑의 감정은 심리 본능이며 본질 자아이미지로 표

된다.Ferragni는 2012년 5월 31일 [그림 13-3]에서 보듯이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는 이미지를 포스트 하 다.“Happy

birthdaytotheloveofmylife!”는 문구로 남자 친구의 생일을 축하

하며 일생의 사랑이라고 표 하 다.249)

247)Bloodylemons.(February13,2008).stylebubble.retrievedAugust14,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02/bloody-lemons.html.

248)ThisiswhathappenswhenIam alonein.(July30,2008).thestylerookie.

retrievedAugust29,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8/07/this-is-w

hat-happens-when-im-alone-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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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제 실

실제 실은 이미지에 드러난 실제 상황 는 드러나지 않는

실을 묘사하는 경우이다.이사 직 에 팩킹으로 인해 미스매치된 스타

일,피 룸의 열악한 상황,공부해야만하는 실250)사진기가 망가져서

웹캠을 사용한 상황251),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지만 실제로는

칠면조가 살아서 촬 하기 어려운 상황252)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

지만,가장 주된 사례는 경제 실에 한 것이었다.경제 여유가

없어서 원하는 랜드의 쇼핑이 어려운 상황과 어쩔 수 없이 렴한

랜드로의 체하게 된 상황,$10,$20등 최소 액을 정하여 스타일

을 연출해보는 상황 등에 한 내용이 나타났다.2008년 10월 24일

Lau는 ‘긴축(thecutback)’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렴한 액의 스타

일을 연출하는 시도를 하 다.본래 자신은 산을 타이트하게 리하

지 않는 편이지만,경기침체를 패션에 반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

다.실제 생활에서는 꽤 실 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환상이 사랑

스러운 만큼 완 히 외면할 수 없기에 렴하지만 여 히 개성을 돋보

일 수 있는 패션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다.Lau는 샌 란시스코에서

쉬는 동안 한 번쯤 렴한 구매로 스타일링을 해보고자 신발을 제외한

$20구매에 도 하 다.그 결과로 보여 스타일은 [그림 14]와 같이

퍼피(puffy)드 스와 메탈릭 라이더 자켓(riderjacket),에스닉 린트

깅스이다.Lau의 사례는 경제 으로 어려운 실이지만 최소 액으

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질 자아이미

지로 분석할 수 있다.여기에는 실상황을 받아들여 패션에 용하는

249)Happybirthdayloveofmylife.(May31,2012).theblondsalad.retrieved

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5/happy-birthday

-love-of-my-life.html.

250)Variousitemsinmylife.April5,2010).theblondsalad.retrievedSeptember

25,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0/04/various-items-in-my-life.

html

251)Scare-blue.(January19,2010).thestylerookie.retrievedSeptember20,2013,

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0/01/sacre-blue.html.

252)Rusted truck,Meetsequined dress.(April6,2008).fashiontoast.retrieved

September30,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08/04/rusted-truck-meet

-sequined-dr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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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실제 자아가 잘 드러나고 있다.

The Cut Back...I've also never been really tight of money......Yet I can't 

help but have the ramming of recession digest in my fashion gut.  I'm 

not a complete escapist and as much as fashion fairy land is lovely, 

ignorance is unbecoming on someone like me who is actually pretty 

practical in real life... So the break in San Francisco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set myself a fairly unoriginal challenge...People have told 

me wonderful things about SF's thrifting opportunities and so I will be 

setting myself $20 challenges for an outfit.  Shoes will probably not be 

included but one can try... £0.01 puffy dress (lucky eBay score) or my 

£3 swirly yellow/purple buy so I relish seeing what I will 

find...(2008.10.24.)253)

3) 상 a

상 a는 주체가 욕망하는 상이자 원인이다.이는 사회 자아에

서 타자의 욕망과 구별되는데,타자의 욕망은 객들의 시선에서 블로

거가 욕망의 상으로 치함을 나타내는 반면, 상 a는 블로거 자신

이 욕망하는 그러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을 의미한다.퍼스 패

션블로그에는 블로거가 도피하고 싶은 라다이스,완벽한 몸과 이상

인 아름다움,소녀 인 몸에 한 열망,도달할 수 없었던 꿈,이상형,

결코 채울 수 없는 물신 페티시즘 등으로 나타났다.

Lau는 ‘아름답고 비 구 인 발(prettyimpermanentfeet)’이라는 제

목으로 2009년 2월 26일 걸을 수 없는 구두에 하여 포스트 하 다.

[그림 15-1]에서 바소 & 부룩(Basso & Brooke)의 라오다 아사

(RaoudaAssaf)SS09구두를 신고 바닦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Lau의

모습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구두이지만 사이즈가 크고 굽이

무 높아서 걷기 어려운 상황이다.Lau는 이를 오직 집에서 쁘게

앉아있기 해서 신었다며,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253)TheCutback.(October24,2008).stylebubble.retrievedAugust19,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10/the-cut-ba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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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다고 표 하 다.이 사례에서는 신고 걸을 수 없으며 바라보

기만 해야 하는 구두일 지라도 그 아름다움 때문에 소유하고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이는 블로거가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의 상이라는 에

서 Lacan의 무의식 구조 실제계의 상 a이자 본질 자아이미지라

고 분석된다.

These Basso & Brooke x Raouda Assaf S/S 09 shoes aren't mine to 

keep, they're a size too large and quite a difficulty to walk in.  However 

in the instance of the EXTREME beauty of these shoes, I'm making an 

exception with these outfit depiction pics that are strictly classified as 

'ONLY FOR SITTING PRETTY IN THE HOUSE', because pretty much 

all my outfit pics I've taken are outside-friendly...Never been more 

content to sit still and do nothing but stare at my feet...(2009.2.26.)254)

Ferragni도 2009년 11월 24일 가방에 한 집착에 한 포스트를

하 다.블로그 반에서 Ferragni는 다른 블로거에 비하여 상 으로

다양한 디자이 백을 소개하 는데,거의 모든 스타일마다 새로운 백

을 연출할 정도 다.그녀는 여 히 자신의 시리스트에서 에르메스

(Hermes)의 버킨백(Berkinbag)을 비롯하여,발 시아가(Balenciaga),

샤넬(Chanel),루이비통(LouisVuitton)의 모델을 열거하며 가방에

한 집착을 표 했다.특히 발 시아가는 색깔별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번에는 진한 라운색상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표 했다.[그

림 15-2]는 Ferragni가 샤넬의 고에 있는 백을 잡아당기는 모습과,

시리스트의 백을 네 의 팔이 각각 들고 있는 모습이다.본 사례에

서 가방은 물신 페티시즘을 상징한다.아무리 가져도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소유하고 ,그러나 채울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욕망을

나타내며 이는 패션의 물신 속성과도 일치한다.

254)Prettyimpermanentfeet.(February26,2009).stylebubble.retrievedAugust

20,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9/02/pretty-imperma

nent-feet.html#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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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you can probably see bags are my obsession, I love them 

because you can use them everyday and put your whole world in it, 

so I decided to publish a post about the ones which still are on my 

wish list. First of all comes Hérmes, the most luxurious brand for bags 

ever:

BIRKIN BAG is “The bag” 

The CONSTANCE BAG is to die for as well

BALENCIAGA is another brand that I simply love, I’d buy every colour 

of their bags, but now my heart belongs to

BALENCIAGA COVERED WORK in dark brown

CHANEL of course is another of my favourite brands, I heart all of 

their bags, and now I love

Their new line COCO COCOON is amazing

Talking about LOUIS VUITTON my favourite one is of course the 

ALMA VERNIS AMARANTE255)

4)주이상스

주이상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 자아에 한 본질 인

반항,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에 한 좌 과 고통,승화된 쾌락을 가리

킨다.퍼스 패션블로그에도 이러한 모습이 다양한 자아이미지로 나

타났다.Lau는 2006년 3월 25일 “WhenIgetmarried...Iwannalook

likethis!Justtoscarethebejesusoutofeveryone”256)라며 결혼에

해서 사회 례에 한 반하는 의지를 표 했다.[그림 16-1]와 같

이 일반 으로 떠올리는 우아한 웨딩드 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아름

다움이 아닌 해골 가면과 코르셋 드 스를 입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

라게 만들고 싶다고 하 다.

Bancourt도 2011년 10월 20일 [그림 16-2]과 같이 할로 을 맞아

255)Bags are my obsession.(November24,2009).the blond salad.retrieved

September25,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09/11/bags-are-my-

obsession.html.

256)WhenIgotmarried.(October20,2011).stylebubble.retrievedFebruary14,

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6/03/when_i_get_marr.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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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와 귀신,해골 등의 이미지를 통해 아름답고 낭만 인 것 뿐 아니

라 어둡고 음침한 것도 좋아하는 자신의 양면 취향에 해 설명하

다.

I probably love dark and spooky things as much as cute and romantics 

things. But it doesn’t really shows. Because it’s Halloween soon, here 

is an inspiration post to make it up.(2011.10.20.)257)

블로거는 때때로 주이상스의 요한 요소인 삶과 죽음에 해서 언

한다.Gevinson은 자신의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고,인

생이 항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해 혼자 흐느껴 울기도 한

다.하지만 2009년 2월 2일 포스트와 같이 삶의 두려움과 맞서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게임하듯 즐겨야 함을 깨달았다고

한다.10 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본질 부분들을 깊이

고찰하고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성숙한 자아의 모습이 드러난다.

We spoke about fears today. That one wasn't mine, but I kind of love 

it. We spoke about confronting our fears but it's not like I'm going to 

go up to an axe murderer holding a knife in a dark alley and say, 

"Hey, how's bout a game of Cat and Mouse?"...258)

[그림 16-3]의 이미지는 자신을 마치 동면에서 깨어나는 두더지

(mole), 는 마멋(groundhog)으로 표 하 다.밸런타인데이가 2주 안

에 돌아오지만 자신에게는 먼 낯선 세계일 뿐,가와쿠보가 친구이고,

마르지엘라(Margiela)는 나무에서 자라고,네스퀵(Nesquik)나무는 정

원에서 자라며,자신은 60년 의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Village)

257)Halloween Inspiration.(October20,2011).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

September28,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halloween-inspirat

ion-1/15041/.

258)When IwaslittleIwasscared of.(February 2,2009).thestylerookie.

retrievedAugust29,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9/02/when-i-

was-little-i-was-scared-o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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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면서 벽마다 염색한 크리놀린 컬 션이 있는 그러나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Gevinson의

블로그는 그녀의 10 의 정신 혼란 가운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서 패션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자신만의 세계

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나름 로 즐기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이는

패션에 한 열정이며,본질 자아에 한 표 이다.

...I look like a mole here. Or a groundhog. "Valentines Day" is in a 

couple of weeks? Seriously, this is all foreign to me. I live in my own 

world where Rei is my best friend and Margiela grows on trees and 

Nesquik plants grow in my backyard and I lived in Greenwhich Village 

during the 60's and have a collection of dyed crinolines along my walls 

and geography is non-existant... (2009.2.2.)259)

주이상스는 블로그 운 의 어려움에 한 포스트에서도 자주 나타

나는데,자신의 스타일에 한 소신과 사람들의 시선에 한 갈등,블

로그 역할이 확장됨에 따른 실 요구가 많아지면서 블로그에 좀 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한 갈등이 많았다.하

지만 결국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한 의문을 극복하고 자신

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이는 고통속의 승화된 쾌락을 상징한

다.Gevinson의 경우 사춘기의 정신 혼란과 어른이 되는 것에 한

두려움 등 복잡한 심리상태를 다양한 체크패턴의 믹스로 표 하거

나260),12세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심

부담감,친구문제 등 10 의 다양한 갈등을 좀비(Jombi)의 모습으로 표

하 다.261) 한 2010년 9월 20일에는 [그림 16-4]과 같이 f-워드

(feminist)가 쓰여진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가는 자신의 모습을 포스트

259)Ibid.

260)Hehascomplexionofmrburnsandaura.(January9,2009).thestylerookie.

retrievedSeptember12,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9/01/he-has

-complexion-of-mr-burns-and-aura.html.

261)Halloween.(November2,2009).thestylerookie.retrievedSeptember20,2013,

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9/11/hallowe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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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학교 때만 하여도 친구들은 자신의 옷차림에 하여 많이 놀

렸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 는데,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블로그

가 인정받게 되면서,일부 잡지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좋아하듯,주변에

서도 자신이 어떤 옷을 입든지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것

을 보면서 실망도 되고,지루해 졌으며,어떤 도 도 받지 않게 되었다

고 하 다.

Today I wore a sweater to school that had the f-word on it. I thought I 

would get quite the beating from my peers, and I was totally wrong. 

And kind of disappointed! Which sounds horrible (it's a good thing that 

I can be openly feminist at school) but I guess I'm just bored. What 

was so great about dressing up in middle school was when people got 

really confused and sometimes even angry and had the most 

entertaining responses, but now a lot of them think they're supposed to 

like my outfits because some magazine does, and as a result, I am 

never challenged...262)

Gevinson는 블로그에 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패션에 신경 쓰는 사

람처럼 보이지 않는 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패션에 신경 쓰는 것

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이제 목표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사

람들이 생각하는 이상 인 아름다움에 반 되는 패션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했다.이후 Sherman,

Hanna등 페미니스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도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쫓

지 않는 페미니스트로 소개하 다.이는 뉴욕 패션 크에서 Hanna과

화했듯이 사람들이 재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죽음으로 지

속될 수 없기에,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한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다.Gevinson는 자신의 연령에 비하여 패션과 삶에 한 생각들이

매우 진지하며,패션은 삶은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투 하고 10 라

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아를 형성해가는 요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262)Carnival.(September20,2010).thestylerookie.retrievedSeptember22,2013,

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0/09/carniv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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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was when people found out about this blog, and said things 

like, "Wow, I would not have guessed you care about fashion." Which I 

loved -- I don't want to look like someone who cares about fashion... 

My goal for this school year was to wear outfits that confuse the 

people I'm surrounded by every day, challenge beauty ideals...

"It seems boring to me to pursue the typical idea of beauty, because 

that is the easiest and the most obvious way to see the world. It's 

more challenging to look at the other side." -- Cindy Sherman

"I realize that I wasn't really challenging the standard of beauty... I 

think it's much more subversive to create your own form of beauty and 

to set your own standards." -- Kathleen Hanna... (2010.9.20.)263)

5)성 도착

성 도착은 5개의 퍼스 패션블로그 스타일버블과 블론드샐러

드에서 주로 나타났다.이는 성에 한 왜곡과 강조로 표 되었는데,

Lau는 마치 양 손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손바닥 린트

로 가슴을 강조하 고264)2009년 6월 22일 포스트와 같이 데이즈드 잡

지에 나온 이미지에서 감을 받아 마치 60년 페미니스트처럼 이

스 라를 태우는 시도를 하 다.평소에도 래지어를 우스꽝스럽다

고 생각하여 잘 착용하지 않는데, 래지어가 가슴 체를 완 히 두르

고 있을 때,바디를 구속하는 족쇄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s soon as I saw Karen Langley's styling in these Chadwick Tyler for 

Dazed images, I knew that I actually genuinely liked the aesthetic of 

burnt bras.  I could even try and lay it on a previous life where I was 

perhaps once a 60s' feminist who had many flammable bras to burn. I 

rarely wear bras, it would be ridiculous to think that in a previous life, I 

was bountifully full-chested with a chest full of brassieres, and thus 

263)Ibid.

264)Peepatthis,Peeps.(April28,2009).stylebubble.retrievedAugust21,2013,

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9/04/peep-at-this-pee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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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er to burn those horrid body shackles... 265)

[그림 17-1]과 같이 Lau에게는 새로운 디자인의 깨끗한 이스 보

다 어디선가 굴러다니던 빛바랜 이스 더 완벽했고,그 다음엔 불에

태워서 사람들이 욕할 지라도 티셔츠 밖에 당당히 꺼내어 입었다.이는

속옷의 겉옷화라는 성 도착과 더불어 몸을 구속하는 장치에 한 반

란이라는 면에서 Lau의 페미니스트 속성을 알 수 있는 본질 자아

이미지다.

...it's that new-looking and pristine lace is not really my cup of tea.  

Why a perfect condition teal lace vintage dress has been languishing 

somewhere. Burning the lace was the next progression. The other part 

of the explanation is that I've had a fixation with wearing bras on the 

exterior for an age even if you guys have cussed me aplenty for it... 

(2009.6.22.)266) 

[그림 17-2]에서 Ferragni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ArtInstitute

ofChicago)의 술작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형물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입술 로 두상이 없는 여성이 욕조 안에서 양 손

으로 양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작품인데 Ferragni가 조형물 뒤에서 얼굴

을 신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듯한 이미지로 익살

스럽게 연출한 것이다.작품에서 입술이 벌어져 있는 표정을 감안할 때

군가에게 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켜서 놀랐지만 그 자체도 왠지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욕조에 비하여 커다란 바디 사이즈와 가슴을 가

리고 있는 손 때문에 가슴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이는 술

작품을 활용한 성 도착을 표 하는 본질 자아이미지로 분석할 수

있겠다.

265)Burnburnburn!(June22,2009).stylebubble.retrievedAugust21,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9/06/burn-burn-burn.html

26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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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erday we went to see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which 

really was amazing. I especially enjoyed the modern art part, it’s 

always my favourite one. (2009.12.4.)267)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본질 자아

이미지의 세부 유형을 [표 9]과 같이 정리하 다

267)Decemberthe3rd.(December4,2009).theblondsalad.retrievedAugust21,

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09/12/december-the-3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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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자아 세부유형 세부내용

1차적 본능

생리적,

심리적

본능

 - 식욕(좋아하는 음식, 디저트, 음료수), 건강(피곤함, 감기몸살)

 - 날씨 (자연의 햇살, 더위, 맑은 날씨, 추위, 비, 바람), 시간과 

   계절  

 - 메이크업 하지 않은 상태, 실제 곱슬머리

 - 사랑에 관한 감정

 - 멜랑콜리, 내성적, 단순함, 편안함, 폭력성, 두려움 등 다양한 

   심리상태

성적 도착

성의 

왜곡과

 강조

 - 성기의 노출, 가슴 강조, 코르셋의 변형, 속옷의 겉옷화

실제적 현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적 

현실

 - 이미지에 나타난 실제적, 현실적 상황 묘사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원하는 쇼핑이 어려운 현실 상황의 묘사

 - 저렴한 브랜드로의 대체, 최소비용으로 스타일 연출

대상 a

욕망의 

대상, 

원인

 - 도피하고 싶은 파라다이스

 - 완벽한 몸, 이상적 아름다움, 도달할 수 없었던 꿈

 - 물신적 페티시즘(가방, 신발에 대한 집착과 욕망) 

주이상스

체제의 

반항,

욕망의 

좌절과 

고통, 승화

된 쾌락

 - 사회적 관례에 대한 반항(결혼관) 

 - 블로그 운영의 어려움

 - 사춘기의 정신적 혼란과 복잡한 심리상태, 어른이 되는 두려움

 - 취향의 양면성(아름답고 낭만적인 것과 어둡고 음침한 것을 

   모두 좋아함)

 - 두려움과 맞서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즐기  

   는 것

 -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인생의 고통, 장례식)

[표 9]본질 자아이미지의 세부유형 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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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 자아이미지 사례 >

[그림 13-1]건강상태 [그림 13-2]심리상태 (혼자만의 장소에서

스타일버블 폭력성),스타일루키

[그림 13-3]사랑의 감정,블론드샐러드

[그림 13]1차 본능

[그림 14]실제 실

경제 실($20스타일 도 )

스타일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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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걸을 수 없는 구두,스타일버블

  

[그림 15-2]가방에 한 물신 페티시즘,블론드 샐러드

[그림 15] 상 a

[그림 17-1]속옷의 겉옷화 [그림 17-2]가슴의 강조

스타일버블 블론드샐러드

[그림 17]성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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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사회 례의 도 [그림 16-4]페미니즘(f-word스웨터)

(해골 가면과 코르셋 웨딩드 스),스타일루키 스타일 루키

[그림 16-2]내면의 양면성 (낭만 인 것과 어둡고 음침함을 동시에 좋아함)

체리블로섬걸

[그림 16-3]주이상스 (동굴 속 마멋의 이미지,사춘기의 갈등과 극복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패션을 통해 표 ),스타일루키

[그림 16]주이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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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종합 논의

1.자아이미지 유형의 특성과 형성 요인

1)자아이미지 유형의 특성

(1)블로그별 특성

본 연구는 5개의 블로그에서 각각 세 가지 자아이미지 유형별 개수

와 비율을 계산한 결과로 [표 10]를 도출하 고,이를 자아이미지 유형

별 블로그의 순 를 나타내는 [표 11]으로 정리하 다.[표 11]에서 분

석할 수 있듯이 상상 자아가 가장 두드러진 블로그는 체리블로섬걸

이며 그 다음은 스타일루키,스타일버블,패션토스트,블론드샐러드 순

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아는 상상 자아와 반 방향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는데,상상 자아의 비 이 가장 낮은 블론드샐러드의 사

회 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즉 상상 자아의 비 이 클수록 상

으로 사회 자아의 비 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그러나 상상 자아의 비 이 가장 높은 체리블로섬걸에서 사회

자아의 비 이 가장 낮지 않고,오히려 스타일루키보다 좀 더 높게 나

타났는데,사회 자아는 블로거의 개인 배경에 따른 사회 역할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스타일루키의 블로거,Gevinson의 연령이

아직 10 의 학생인 반면,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결혼한 20

반이며 이미 자신의 랜드를 비롯하여 콜라보 이션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Gevinson보다는 사회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분석된다.

본질 자아는 상상 자아와 비교 유사한 성향으로 나타났지만,

체리블로섬걸은 외 으로 가장 낮은 비 을 나타냈다.이는 체리블

로섬걸에서 상상 자아가 다른 블로그에 비해 최소 약 15%이상이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상상 자아를 제외한 비 에서 사

회 자아의 비 을 제하고 나니 본질 자아의 비 이 상 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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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스타일버블 스타일루키 패션토스트 체리블로섬걸 블론드샐러드 Total

자아이미지
이미지

개수
비율

이미지

개수
비율

이미지

개수
비율

이미지

개수
비율

이미지

개수
비율

이미지

개수
비율

상상적 

자아
107 42.6% 73 44.2% 31 28.2% 68 59.1% 21 15.9% 300 38.8%

사회적 

자아
92 36.7% 49 29.7% 59 53.6% 37 32.2% 96 72.7% 333 43.1%

본질적 

자아
52 20.7% 43 26.1% 20 18.2% 10 8.7% 15 11.4% 140 18.1%

Total 251 100% 165 100% 110 100% 115 100% 132 100% 773 100%

자아이미지 상상적 자아 사회적 자아 본질적 자아

블로그 

(비율이 높은 순서)

체리블로섬걸(59.1%)

스타일루키(44.2%)

스타일버블(42.6%)

패션토스트(28.2%)

블론드샐러드(15.9%)

블론드샐러드(72.7%)

패션토스트(53.6%)

스타일버블(36.7%)

체리블로섬걸(32.2%)

스타일루키(29.7%)

스타일루키(26.1%)

스타일버블(20.7%)

패션토스트(18.2%)

블론드샐러드(11.4%)

체리블로섬걸(8.7%)

아진 결과이다.따라서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

에서 상상 자아가 가장 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사회 자아는

이에 반비례하고,본질 자아는 비례하는 경향을 도출하 다.

[표 10]블로그별 자아이미지 유형의 비율

[표 11]자아이미지 유형별 블로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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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아이미지 유형의 흐름

퍼스 패션블로그의 성장과정에 따른 자아이미지 유형의 흐름을

살펴보면,[그림 18]과 같이 공통 으로 블로그 반에는 타인을 의식

하지 않는 상상 자아와 본질 자아의 1차 본능,실제 실이 많

이 등장한다.이는 블로그가 부분 패션에 한 개인의 심과 열정을

담은 일기 형식으로 시작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회 기 과 형

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블로

그가 성장해 갈수록 타인의 응시를 의미하는 방문객수와 댓 이 증가

하게 되면서 블로거도 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블로거로서

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자아의 비 이 속도로 커지는 경

향이 나타났다.그 이유는 개인의 일상 속 스타일을 표 하며 매우 사

으로 시작한 블로그가 차 세계 인 과 문가의 주목을 받

게 되면서,블로거의 셀 메이드 디자인이나 DIY보다는 디자이 가 보

내 온 샘 과 다양한 랜드의 찬으로 스타일링을 선보이게 되는 경

우가 많아지고,디자이 와의 콜라보 이션,잡지나 화보 촬 ,패션

크 방문 등이 좀 더 주된 소재로 변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자아이미지는 블로거의 사회 역할을 상징하며,

타자의 욕망으로서의 패션을 표 하는 사회 자아이미지로 체된다.

여기에서 상상 자아와 사회 자아 사이의 갈등을 표 하는 것이

본질 자아이기도 하다.Lau,Gevinson와 같이 상상 자아가 강한

블로거는 사회 자아가 매우 강한 Ferragni,Neely에 비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한 애착과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한 갈등,블로그의 사회

역할이 확장됨에 따른 실 요구와 시간의 부족으로 자신만의 이

야기를 충분히 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한 갈등을 표 하 다.

한,블로그 기에 구세군(SalvationArmy)등 각종 자선용품 가게,

고 빈티지 가게, 형마켓 등을 하며 패션에 한 열정을 그려내기

에는 경제 제약이 많은 실에 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시도하면

서,결국 의 인정을 받게 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욱 확고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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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는 블로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한편 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상상 자아이미지를 비교 지속 으로 표 하 으며,자신이 외 으

로 보이는 밝고 낭만 이 성향과 공존하는 그로테스크한 내 성향은

본질 자아이미지로 나타났다.이러한 본질 자아는 상상 자아나,

사회 자아에 비하여 모든 블로그에서 상 으로 가장 은 분포를

보 는데,스타일루키에서 26.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체리블로섬걸

에서 8.7%로 가장 게 나타났다.이러한 수치 결과는 내 갈등과

꾸미지 않은 실제 모습을 표출하는 블로거의 개인 성향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18]자아이미지 유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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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아이미지 형성 요인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의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아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블로거의 개인

배경,문화· 술 경험과 취향,트 드와 사회 성취로 나타났다.

(1)개인 배경

블로거의 개인 배경은 나이,성별,국 ,직업,신분,살고 있는

곳,가족 계,유년기와 성장 히스토리,라이 스타일 뿐 아니라 성격,

인간 계,경제 상황 등을 모두 포 한다.이는 상상 자아에서 나

르시시즘과 퇴행,사회 자아에서 역할의 상징성 반,본질 자아의

반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vinson은 11세에 블로그를 시작한 최연소 블로거로서 자신의 상

황을 ‘불우한 더기 시골 아이(Poor vintage-deprived suburban

children)’라고 표 하 다.어린 나이 블로그를 시작했고 평범한 가정

의 소녀이기 때문에 주로 자선용품, 고품 가게에서 구매한 빈티지,

부모님,친구,자신의 옷 등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했다.Lau와

Neely도 블로그 기에는 원하는 랜드의 쇼핑을 할 경제 여유가

없음을 종종 토로하며 렴한 랜드로 체하거나,기존의 아이템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 하 다.반면,

Bancourt나 Ferragni는 경제 어려움을 이야기한 이 한 번도 없으

며,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을 만큼 부

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 다.따라서 디자이 랜드의 신

제품을 자주 구매하고 좀 더 트 드 지향 인 패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블로거가 살고 있는 지역 환경도 매우 요한데,패션토스트

는 Neely의 캘리포니아 비치 라이 를 상징하는 스타일이 주로 등장한

다.Ferragni는 이탈리아의 풍성한 문화 술 배경과 이에 향을 받

아온 패션에 자신의 스타일도 기인하고 있다고 언 하 다.이 듯 블

로거의 개인 배경은 패션에 한 자신만의 소신을 갖게 하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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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자아이미지 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2)문화, 술 경험과 취향

블로거의 상상력과 창의성의 부분은 문화, 술 경험과 취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 술에 한 동일시는 상상 자아

이미지의 형성에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

애니메이션,음악,미술,사진,시,소설,동화,인테리어 등등 다양한

역에서 감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화의 한 장면을 재

하거나,등장인물과 유사한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한다.음악에서 가사

와 멜로디가 그 날의 기분과 스타일을 결정하기도 하고,체리블로섬걸

의 Bancourt와 같이 자신이 포스트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음악을 매일

매일 함께 삽입하기도 한다.동화의 캐릭터나 소설 속 인물이 되기도

하며,이미 문화 코드로 인정된 슈퍼히어로나 뱀 이어,천사와 마녀,

여신,요정 등의 컨셉은 블로그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가상 상황과 신

체를 연출한다.

(3)트 드와 사회 성취

트 드와 사회 성취는 상상 자아에서 트 드 동일시,사회 자

아에서 타자의 욕망을 형성하는데 주로 향을 미치고 있다.블로거는

기에 잡지의 화보나 디자이 의 컨셉,특정 아이템에 감을 받아 스

타일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블로그가 성장할수록 디자이 의

찬을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고,세계 인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

크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행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로벌 패션의

트 드에 많은 향을 받게 된다.본 연구에서 선정된 블로거는 사회

성취가 상 으로 많은 성공한 워 블로거이기에,이제는 가장 최신

의 패션을 먼 하고 하는 트 드 세터(trendsetter)의 역할을 하

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꿈꾸는 로벌 라이 스타일과 화려

한 패션계의 심에서 다양한 랜드를 소유하는 욕망의 상으로 표

된다는 에서 사회 자아이미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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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아이미지 형성의 장으로서 블로그의 의미

5개의 퍼스 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을 종합한 결과는

[표 10]의 총계(total)와 같이 사회 자아(43.1%),상상 자아(38.8%),

본질 자아(18.1%)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아이미지 유형 사회 자

아는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데 이는 5개의 블로그 블론드샐러드

와 패션토스트에서 사회 자아이미지가 많이 편 되어 나타난 결과이

다.연구 상이 5개의 블로그로 한정되었다는 을 고려할 때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사회 자아이미지가 가장 자주 등장하며 요하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이러한 결과는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의 일반 인 속성이 개인의 사회 치와 역할을 드러내며 물

신 욕망의 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퍼스 패션블로그도 무의식

세계에서 타인의 응시로 형성된 상징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

다.사회 자아이미지는 블로그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에 따

라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표 되는 다 자아이미지로 제

시될 수 있다.

상상 자아는 블로거의 창의성을 표하는 자아이미지이며,과거로

의 회귀와 재 이 이루어지는 퇴행과 다양한 문화, 술에 한 동일

시,가상성 등 블로거의 상상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세부항목으로 표

되었다.무의식 세계의 반 으로서 블로그는 블로거의 자신에 한

주체 응시를 통해 상상계의 상상 자아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 자아이미지의 표 이 시청각을 넘어선 복합

매체를 통해 창의 으로 조작가능하며,가상 이고 환상 인 자아이미

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블로그에서 상상 자아가 반 된 개성

있는 취향과 스타일은 로벌 네트워크와 유통구조 속에서 차 획일

화되어가는 패션에 신선한 자극과 감이 되고 있다.연구의 결과,상

상 자아는 개인의 자아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창의 이미지이

며,블로거의 패션에 한 순수한 열정이 가장 잘 표 되어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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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자아는 생리 ,심리 측면에서 인간의 1차 속성과 고정

념에 한 도 ,내 갈등,삶과 죽음에 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주이상스,도달할 수 없는 욕망과 결핍,성 도착 등 일반 으로

화된 패션이미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면의 실제를 가시화한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이는 퍼스 패션블로그가 블로거로 하여 존재의

응시,내면의 응시를 가능 하여,포장되지 않은 가장 실제 이고 본

질 인 자아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퍼스 패션블로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뉴미

디어 환경이 제공한 자신,타인,그리고 내면의 응시구조를 통해 기존

의 패션이미지와는 차별화되는 블로거의 다면 자아의 속성을 주체

으로 제시한다.이상의 사례 분석 결과,퍼스 패션블로그는 무의식

세계가 반 된 자아형성의 장으로서 기존의 매체를 통해 표 되어 온

패션의 물신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 자아 뿐 아니라 개인

의 순수한 창의성이 발 된 상상 자아와 내면의 실제와 본능에 충실

한 본질 자아의 이미지가 모두 표 될 수 있는 요한 매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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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퍼스 패션블로그의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른 스타일 해석

제 1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 해석

3장의 자아이미지 유형별 사례 연구에서 블로그에 포스트된 이미지

와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아이미지 유형별 성향에 따라 특정 스

타일에 한 선호가 나타났다.상상 자아이미지는 트로,에스닉,키

덜트, 실 스타일로,사회 자아이미지는 TPO지향,트 드지향,

랜드지향 스타일로,본질 자아이미지는 페티시,그로테스크,고딕 스

타일로 나타났다.

1.상상 자아이미지

1) 트로 스타일(RetroStyle)

트로 스타일은 패션 디자이 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에도 늘 인기

있는 스타일의 주제로 본 연구의 상상 자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세기 패션에 한 다양한 감을 가지고 재 하는데,시 별 빈티지

의상과,벼룩시장(fleamarket)에서 구매한 디자이 랜드를 리폼해

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표 한다. 는 트로 컨셉으로 진

행한 다양한 랜드의 아이템을 구매한 뒤,믹스 앤 매치하여 특정 시

기의 패션을 유사하게 재 한다. 트로 스타일을 가장 많이 보여 블

로그는 스타일버블,체리블로섬걸,스타일루키이다.

Lau는 2010년 10월 24일 ‘좋은 밤(NightyNight)’이라는 주제로 자

신의 구매한 빈티지 자마(pajamas)에 해 포스트하 다.1931년 1

월 6일 보그에서 “여성이 집에서 뿐 아니라 지인들과의 녁식사에도

자마를 입으며,좀 더 고정 념을 탈피한 여성들은 극장에도 입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린 기사를 인용하며,자신이 구매한 자마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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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생각하는 라운지 웨어용 자마(PJ)와 다르다고 시작하 다.

"A woman may and does wear pyjamas to quite formal dinners in her 

own house, to other people's dinners in town and country if you know 

them well and the more iconoclastic members of the female sex even 

wear them to the theatre." "Pyjamas - When are they worn?" Vogue 1 

June 1931... The quote above is a little contributing justification towards 

the purchase of this set of pyjamas... a different beast to the fleecy, 

Sanrio character-ridden, slubby, couch potato attire that I refer to as 

PJs.268)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알피의 엔틱 마켓(Alfie’sAntiquesMarket)에

서 30년 자마를 구입하게 되기까지의 경 를 이야기 하 다.평소

에는 벤더들이 제품의 유래를 소개하며 높은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구

매를 망설이게 되는데 이번에 들른 틴틴 컬 터블(Tin Tin

Collectibles)이라는 가게에서 와이드 그 실크 자마 팬츠와 함께 입

는 짧은 소매의 셔츠에 하여 30,40년 의 칵테일 자마라고 소개할

때,보그 기사를 떠올리게 되면서 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My visits to Alfie's Antiques Market in Marylebone normally makes me 

balk at the prices of collectibles and in particular vintage clothing 

always involves some fairly 'heavyweight' pricing because the vendor 

can normally reel off a whole backstory proving the piece's 

provenance. This time round, I blame the fact that the guy at Tin Tin 

Collectibles described these wide-legged silk pyajama pants and 

matching short-sleeved shirt as 'cocktail pyjamas' from the 1930s-40s.  

My ears were pricked by the term and suddenly I was handing over 

my debit card...269)

아래 에는 계속하여 틴틴 컬 터블에서 구매한 자마의 색상과

268)Nightynight.(October24,2010).stylebubble.retrievedAugust22,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0/10/nighty-night.html.

26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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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한 설명을 자세히 하 다.일반 인 나이티(라운지 웨어)와

다른 아이보리 스텔 색조를 띄고 있어서 RichardNicoll의 SS10컬

션을 떠올리게 했고,소재도 이 에 본 이 없는 사와 경사가 일정

한 더스키(dusky)핑크의 실크와 무 의 그로그 인(grosgrain)같은

라일락 실크가 교 로 스트라이 를 이루고 있었다.

...The instant swaying factor I suppose were these unusual colours 

which struck me as I passed by Tin Tin Collectibles, and as well as 

being non-nighty shades (the usual ivory, pastels etc...), also reminded 

me of Richard Nicoll S/S 10, a collection that I distinctly remember...... 

the treatment of this particular fabric is also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where the striped fabric has been created by contrasting a 

matte, grosgrain-esque lilac silk with a more even weft/warp dusky pink 

silk...270)

Lau는 30년 의 칵테일 자마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서,여성이

자마를 입고 칵테일 티를 호스트하며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부르고

돌아다니던 시 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생각하 다.30년

기사를 보면,당시에 호스티스용,홈웨어용,티 티용 등의 다양한

자마가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그래서 자신도 이 닝

웨어부터 홈웨어와 리조트웨어를 아우르는 자마를 개발하여 연출해

보고 싶다는 열정을 이야기 하며 을 마무리하 다.

But back to the mere notion of cocktail pyjamas...think "Oh how 

LOVELY it would be to return to a time when women would lounge 

about in pyjamas hosting cocktail parties and swanning about declaring 

everything to be 'Too darling!'" ...An article published in 1931...describes 

the different styles of pyjamas that should be worn with a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hostess pajamas that stay at home and the tea 

pajama that gads."... I'm sort of fascin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27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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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jama throughout the 20s-30s from risque eveningwear for women in 

a bohemian environment to standardised loungewear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normal confines of 'resort wear'. (2010.10.24.)271)

이상의 에는 Lau가 얼마나 30년 자마라는 아이템과 용도에

해서 심을 가지며 시 감에 고취되어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그림 19-1]이미지는 30년 보그에 실린 자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

과 자신이 엔틱 마켓에서 구매한 더스티 핑크와 라일락 실크 스트라이

의 자마를 입은 모습,그리고 트 치 코트를 덧입은 버 을 비교하

며 함께 보여 다. 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30년 의

자마를 패션의 트 드에 맞게 일상복 뿐 아니라 외출복과 이

닝웨어로 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이러한 사례는 블로거의 상상

자아이미지에서 트로 스타일을 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Bancourt도 빈티지를 아주 좋아하는 블로거 한 명이다.20세기

패션 뿐 아니라 18,19세기의 건축과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촬 하는 경

우도 많고 마리 앙투와네트의 생가를 방문하여 복식 체험을 한 내용을

포스트 하 다.2009년 3월 26일에는 사람들이 패션에서 가장 별로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70년 의 패션과 음악을 가장 좋아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들 70년 와 어울리는 것들을 조합해

서 분 기를 재 해 보고자 하 다.자신은 1985년에 태어났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 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출했는데,[그림 19-2]

과 같이 탑샵(TopShop)에서 구매한 잔잔한 꽃무니의 깔리코(Calico)

수트와 웨지 샌들(wedge sandal),빈티지 벨트,자라(Zara)의

60-70년 풍 사이키텔릭(Psychidelic) 린트 드 스를 입고 있다.272)

...I love the 70s for the music, and I love them for the clothes. It is 

also an era that was graced with quite a vibe! I decided to try to 

recreate that vibe by grouping together some of the clothes and objects 

271)Ibid.

272)Inthe70s.(March26,2009).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September28,2013,

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in-the-70s/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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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wn that I associate with those years. Hey, just because I was born 

in 1985 doesn’t mean I can’t take a little trip back in time! Are you 

ready to be blasted back to the past? I’m turning on the time machin

e… let’s go! (2009.3.26.)

Bancourt는 30년 의 빈티지를 실제 구매한 Lau와는 달리 재 마

켓에 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믹스 앤 매치하여 70년

스타일로 재 했다.이러한 방법은 자신이 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에

한 상상 감을 가지고 패션을 활용하여 연출하는 가장 형

인 트로 패션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2)에스닉 스타일(EthnicStyle)

에스닉 스타일은 블로거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지역 특성에

감을 받은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로 나타났다.2012년 6월 3일 Lau

는 세계여행자라는 주제로 포스트하 다.오스트 일리아,방콕,도쿄,

국 등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만의 비 스러운 장소에서 다시는 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아이템들을 구매했는데,막상 국에 돌아와서 보면

당시에 그곳에서 보 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결국 통

복식을 나름 로 믹스 앤 매치하여 연출하는 것은 자신의 으로 문

화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한 것이었다.이는 통 복식

이 그 지역과 민족을 표하는 것과 달리 에스닉 스타일은 블로거의

해석과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 있다는 에서 상상 자아이미

지를 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그림 20-1]에서 Lau는 마오(Miao)족

의 통 재킷과 망뭄(Mangmoom)의 클러치를 몽키(Monki)의 데님 셔

츠와 이세이 미야 (IsseyMiyake)팬츠와 매치하여 입고 있다.미소

띤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구입한 복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패션과 믹스하여 연출한 것에 한 만족과 자

신감이 드러나고 있다.273)

273)Worldtraveller.(June3,2012).stylebubble.retrievedAugust25,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2/06/world-travell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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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returned to London, laden with two extra suitcases packed to 

the brim, both overflowing with things that I have picked up on my 

travels in Australia, Bangkok, Tokyo and China.  I'm now one of those 

odious people who will airily say things like "Oh this old thing?  I 

picked it up in a random market in Thailand... which vaguely translates 

to "You will never find this awesome thing I have on because I bought 

it in an obscure and far-flung place, which is my little secret"... 

Swanning about the world picking up Miao costumes and Hmong tribe 

shoes and putting it all together with the singular goal of 

me-me-me-pleasing aesthetic pleasure is all very well but given my 

own reservations over cultural mining, it's still uneasy territory to be 

treading on... (2012.6.3.)274)

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2008년 4월 3일 기모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포스트 하 다.일본 여행시 리에서 함께 공부했던 일본 친구

들과 만나 통 린트와 고 기모노,원단을 는 가게를 소개받아,

화려한 색상의 고 기모를 주니어 사이즈로 구매하 다는 배경을 설

명하 다.여행에서 돌아온 뒤 Bancourt는 기모노에는 어떤 면에서 인

습타 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기존의 방식과는 사진을

촬 하고자 시도했다.평소와는 다르게 밤에 래시를 사용하여 작업

을 하여 색다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그림 20-2]는 벽난

로 앞에서 화이트 장미를 바닥에 깔고 원색의 꽃무늬 린트가 두드러

지는 기모노와 청색의 스타킹을 매치한 스타일로 엎드려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밤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래시로 인해 기모노의 화려한

린트가 굉장히 부각되어 보인다.기모노는 통상 으로 다리를 덮는

길이이지만,Bancourt가 주니어 사이즈를 구매했기 때문에 통 인

기모노가 아닌 마치 무릎길이의 드 스에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인

다.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뒷모습을 촬 하여 기모노에 시선

을 집 시키며,배경이 되는 벽난로와 유럽식 인테리어도 동양 인 기

모노와 조를 이루어 드 스는 더욱 이국 으로 보인다.Bancourt의

27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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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스타일도 기모노의 통 복식 요소에만 머물지 않고 창의

연출로 재해석하여 표 했다는 에서 다른 상상 자아이미지의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My trip to Japan gave me an opportunity to reunite with some 

Japanese friends I met when they were studying in Paris. When my 

friend Megumi told me about a shop located in the Omotesando district 

that sold traditional-print second-hand kimonos and fabric scraps...... 

Since new kimonos are ridiculously expensive, this seemed like the 

perfect place to pick up a beautiful souvenir. I chose a very colourful 

junior model. Since the kimono is a somewhat unconventional garment 

in and of itself, I decided to take some unconventional photos as well. 

I seldom work at night and almost never use a flash, so if the results 

are surprising to some... (2008.4.3.)275)

3)키덜트 스타일(KidultStyle)

키덜트 스타일은 블로거가 유년시 을 회상하며 당시의 분 기와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이다.이는 앞서 논의한 상상 자아에서 퇴행

의 모습으로 어린 시 에 입었던 옷,익숙한 공간,자주하던 놀이와 장

난감 등에 한 추억의 요소를 포함한다.

2008년 10월 1일 Bancourt의 포스트는 어른이 될 거라 상상하지 못

했던 자신의 취향에 해 이야기하며,머리에 리본장식,베이비 돌 드

스,그네와 미끄럼틀,썰매를 좋아한다고 밝혔다.[그림 21-1]과 같이

여 히 머리에 화이트 리본 핀과 블랙 베이비 돌 드 스를 입고 미끄

럼틀을 타는 소녀의 모습인 Bancourt가 어른이 된 부분은 오직 하이힐

을 신었다는 이다.

I don’t think I will ever grow up… I love bows in my hair, babydoll 

dresses, swing sets and toboggans. The only thing grown up about this 

275)Kimono.(April8,2008).thecherryblossm girl.retrievedSeptember24,2013,

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kimono/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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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fit are my high-heeled shoes, which are not unlike the ones I used 

to sneak out of my mother’s closet when I played dress-up as a little 

girl! (2008.10.1.)276)

Lau는 2013년 6월 2일 활동 인 어린이‘(ActiveChild)’라는 주제로

자신의 유년시 학교의 체육 시간에 한 이야기를 포스트 하 다.그

녀는 하키,배구,야구,테니스 등을 싫어해서 체육시간마다 생리통을

거짓 핑계 삼아 빠지곤 했는데 이는 주류에 반항하는 자신의 방어기제

다.운동을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은 포퓰리스트(populist)이자 부질없

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엑티 함과 련된 모든 것은 신체 으

로 엑티 하지 않는 자신에게 완 히 무 한 것일 정도로 운동을 멀리

했던 유년시 의 배경을 설명하 다.

When I was at school, I considered it a badge of honour to say that I 

skipped P.E. lessons by lying about period pains.  I scowled at the 

sporty types for their perfect hockey/netball/rounders/tennis skills. This 

was all part of my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mainstream".  To 

like or be good at sports was populist and rubbish.  Everything 

associated with being "active" was a total turn-off to my physically 

inactive self... (2013.6.2.)277) 

성인이 되면서 Lau는 하 마라톤,런던 트 드 런(tweedrun),서

핑,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 기회와 블로그 활동에 련된 스포츠 행사

에 참여하게 되면서 차 스포츠에 한 심과 재미가 생겼다.이러한

변화는 결국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향을 미쳤는데,스포츠에 감을

받은 스타일 는 실제 스포츠웨어가 자신의 옷장에서 차 커다란 비

을 차지하며,엑티 트 드를 즐기면서 생활에서도 활력과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6)Play.(October1,2008).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August25,2013,

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play/3145/.

277)Activechild.(June2,2013).thestylebubble.retrievedJone15,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3/06/active-chi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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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nge in my own attitude towards physical activity and sports, 

has gone hand in hand with a real shake-up in my wardrobe where 

activewear - clothes that are either sports-inspired or is actual 

sportswear - now take up a large percentage. It's not an entirely 

orthodox representation of sportswear but how much fun to have this 

active strand in my wardrobe, alive, beating and pumping away, so that 

I can go about my day rapidly. (2013.6.2.)278) 

[그림 21-2]에서 Lau의 스타일은 유년 시 스포츠를 싫어했던 자

신과 조 으로 엑티 스포츠웨어 트 드가 반 된 모습이다.마치

장난끼 가득한 틴에이 와 같이 과감한 린트의 맨투맨과 와이드 데

님 팬츠에 스니커즈와 선 라스를 매치하거나 린트 콤보 후디 퍼

에 운동화 린트가 가득한 매칭 셔츠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제는 어떤 스포츠이든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수지는 실제 운동보다는 자신의 패션에서 좀 더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스타일을 구 하는데 더욱 그 감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면에서 본

사례도 상상 자아에서 유년기로의 퇴행과 스포츠에 감을 받은 키

덜트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다.

4) 실 스타일(SurrealStyle)

실 스타일은 블로거의 상상 자아가 가장 잘 구 된 이미지다.

체리블로섬걸의 Bancourt는 상상 자아가 가장 두드러진 블로거로

실 스타일이 큰 비 을 차지한다.주로 문화 술에서 감을 받아서

재 하는 사례가 많았고,천사와 마녀,뱀 이어,유령,요정 등 실

존재에 한 동일시를 자주 보여주었다.2008년 6월 16일에 포스트

한 내용을 살펴보면,자신이 천사의 날개를 갖게 된 꿈을 꾸었다고 시

작된다.[그림 22-1]과 같이 하얀 날개가 달린 드 스를 입고, 드 시

퀸(sequin)이 장식된 구두를 신은 채 양귀비꽃을 찾아 숲속을 달리다

넘어져서 꿈에서 깨어난 장면을 묘사하 다.

27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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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I had angel wings. They were 

white, and so was my dress, but I was also wearing red sequined 

shoes. I know it sounds weird, but I feel like I had gone to the forest 

to pick poppy flowers…I was running, and then I fell,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next, because that’s when I woke up. (2008.6.16.)279)

꿈은 상상 자아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블로거의 다양한 소망을

실 해 주는 요한 기제이다.따라서 꿈은 상황과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 속성을 지닌다.Bancourt는 동화 환상을 꿈꾸는 분 기를

자주 연출했다.2008년 10월 30일 포스트는 할로 코스튬으로 마녀를

연출하 는데,처음부터 자신을 깊은 숲속에 버려진 집에 살고 있는 마

녀라고 소개하며 빗자루를 타고 날며,매일 녁 박쥐 스튜를 먹고,다

른 마녀들과는 달리 손톱부터 모자까지 블랙만을 입는다고 하 다.

객들에게는 평화롭게 숲속을 산책할 때,자신의 역을 지나서 거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 다.[그림 22-2]은 이상의 을 재

하듯 올 블랙으로 마녀 복장을 한 Bancourt가 빗자루를 들고 숲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 다.이러한 화 설정은 Bancourt가 자신을

마녀라는 실 존재로 표 하는 동화 상상력을 잘 드러내고 있

다.

You probably didn’t know this about me, but I’m really a witch! Yes, I 

live in an old abandoned house deep in the forest, I fly around on a 

broomstick, and eat succulent bat stew every night for dinner. Unlike 

most of my crooked nosed friends, I pay attention to my wardrobe, 

wearing only black, from the nail polish on my fingertips to the pointy 

hat on my head. So the next time you are taking a peaceful stroll 

through the woods, you’d better make sure you don’t cross my path 

lest I turn you into a spider! (2008.10.30.)280)

279)Thegirlwithangelwingsandrubyshoes.(June16,2008).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September24,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the

-girl-with-angel-wings-and-ruby-shoes/2277/.

280)TrickorTreat.(October30,2008).thecherryblossom girl.retrievedMarch31,



-155-

Lau는 2008년 2월 16일 포스트에서 황혼의 하늘에서 감을 받은

신화 스타일을 연출하 다.[그림 22-3]과 같이 바닥까지 끌리는

리츠 슬립 드 스를 벨트로 여며서 종아리 간(midcalf)길이로 조정

하고 빛 드 스를 안에 이어링하여 비침의 효과를 만들었다.이는

날씨의 신을 매료시켜 풍부한 햇살이 런던에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소

망하는 마음을 표 한 것이다.

Love love love dusky sun...But the non-airy fairy point of this post is 

trailing the mid-calf-above-the-ankle length that I so want to wear on a 

regular basis. Just belted up the floor length pleated slip dress and 

added a bit of shiny gold to hopefully charm the weather gods and 

make this sheer abundance of sunshine London is getting, stay for a 

little while longer... (2008.2.16.)281)

이상의 사례와 같이 실 스타일은 블로거의 꿈과 소망이 상

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동화 ,환상 ,몽환 ,신화 분 기로

표 되어 나타나는 상상 자아이미지를 반 하고 있다.

2013,from http://www.thecherryblossomgirl.com/trick-or-treat/3592/.

281)Duskysun.(February16,2008).stylebubble.retrievedAugust14,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08/02/dusky-su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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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패션스타일 유형>

[그림 19-1]20,30년 자마,스타일버블

[그림 19-2]70년 깔리코 수트,웨지샌들 &사이키델릭 드 스,체리블로섬걸

[그림 19] 트로 스타일

[그림 20-1]마오족 재킷과 [그림 20-2]기모노,체리블로섬걸

망뭄 클러치,스타일버블

[그림 20]에스닉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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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유년기 놀이터,체리블로섬걸

[21-2]유년기 엑티 스포츠 룩,스타일버블

[그림 21]키덜트 스타일

[그림 22-1]천사 [그림 22-2]마녀 [그림 22-3]신화

체리블로섬걸 체리블로섬걸 스타일,스타일버블

[그림 22] 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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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자아이미지

사회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블로거의 패션스타일은 TPO지향 스타

일,트 디 스타일, 랜드지향 스타일로 분류되었다.이는 다른 자아이

미지에서 스타일의 구체 내용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블로거의 역할

과 타자의 욕망으로서 상을 표 하는 사회 자아의 속성 때문에 좀

더 포 인 착용 동기로 구분되고 있다.각각의 스타일의 구체 인 사

례는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TPO지향 스타일(TPOorientedstyle)

TOP지향 스타일은 특정 시간과 상황,장소에 합한 스타일로 연

출하게 된 이미지로 정의하 다.블로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

게 는 의도 인 설정을 가지고 촬 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그 에

서도 블로거의 사회 역할과 활동이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거나,특정

상황과 용도를 한 스타일이라는 면에서 다른 이미지와 차별화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유니폼 스타일(uniform style),기능 스타일

(functionalstyle)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5일 Ferragni는 나이키가 주최한 달리기(running)에 참

여한 비디오를 공개했고,빛과 색으로 아름다웠던 장의 모습과 힘들

지만 즐겁고 열정과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가득했던 녁을 묘사하

다. 한,여성에게 달리기와 운동의 요성에 한 강조의 메시지를

달하 다.[그림 23-1]은 달리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

지 색상의 나이키 티셔츠와 화이트 후디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Ferragni의 모습이 담겨있다.이는 달리기라는 특정 상황에서 나이키의

티셔츠 유니폼을 착용한 TPO지향 스타일로 해석될 수 있다.

Finally I’m ready to share the video of the coolest experience I have 

ever lived: the Run “We Own the Night” by Nike! Thousands of 

women were there with me to share and live together the first edition 

of this great run We Own the Night, to whisper to the world how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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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unning and how important It is for the ladies. An unusual Milan, so 

beautiful with games of lights and colours created just for us:... I had 

many funny moments and evening was rich of passion, pure sport and 

lots of laughs!... (2013.6.5.)282)

2008년 8월 25일 Neely는 자신이 최근에 구매한 AmericanApparel

의 바디 수트를 소개하 다.이는 매우 편하고 어떤 옷에든지 첫 번째

이어로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극찬하며,거 한 모래산 꼭 기까지 등

반하는데 이 바디 수트를 착용했음을 이야기하 다.[그림 23-2]는

Neely가 화이트 탱크 안에 블랙 바디 수트와 블랙 쇼츠를 입고 등반하

는 모습을 보여 다.이 사례도 바디 수트를 상황에 히 활용하는

모습과 아이템의 용도를 부각시키는 기능 스타일을 제시한다는 면에

서 TPO지향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다.

I’m pretty into this unapologetically sheer bodysuit, it’s surprisingly 

comfortable and provides that perfect first layer under most anything. I 

got some exercise yesterday climbing to the top of this inexplicably 

huge mound of dirt and giving my MJs their first real taste of rugged 

terrain. (2008.8.25.)283)

2)트 디 스타일(Trendystyle)

트 디 스타일은 패션의 트 드가 가장 많이 반 된 스타일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구분을 해서 블로거가 특정

시즌의 트 드 색상과 린트,소재,디자인을 언 하여 표 하는 경우

로 정의하 다.퍼스 패션블로거는 패션 문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서 패션쇼를 비롯하여 다양한 련 행사에 참석하고,디자이 와 콜라

보 이션도 하면서 가장 최신의 트 트를 하게 된다.블로그 활동을

282)Wewonthenighttherun.(June5,2013).fashiontoast.retrievedSeptember

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3/06/we-own-the-night-the-run

.html.

283)Sheered.(August25,2008).fashiontoast.retrieved August13,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08/08/sheer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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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계 인 패션 도시를 방문하고 개인 여행을 통해서도 로벌

패션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치에 있다는 면에서 트 드지향 스

타일 나타난다.블로거의 성향에 따라 사회 자아가 강할수록 트 드

지향 스타일은 더 많이 등장하며 이는 팔로어라는 객에게 욕망의

상으로 치하게 된다.

패션토스트의 Neely는 2013년 4월 28일 ‘형 색 유목민(neon

nomad)’라는 주제로 [그림 24-1]과 같이 오 지 색상의 드 스를 입고

캘리포니아의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포스트하 다.

에는 “사막에서 오 지 색상의 한 컷(ashotoforangeinthedesert)”

이라는 표 과 함께 SS13헬뮤트 랑(HelmutLang)컬 션의 고채도

아이템을 무 좋아하고 어깨 커 라인이 아주 섬세하다고 소개하

다.284)이 사례는 SS13의 칼라 트 드 네온 오 지를 강조하기

해 색상이 가장 잘 반 된 디자이 의 아이템을 베이지,카멜계열의 사

막을 배경으로 조시켜 색상이 잘 부각되도록 설정한 것이라는 면에

서 트 디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다.

Ferragni도 2010년 3월 8일 포스트에서 ‘밝은 속성 블루는 새로운

블랙이다(electricblueisthenew black)’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색상 하나인 일 트릭 블루를 소개하 다.운 좋게도

지난 SS09시즌의 트 드 칼라와 일치한 덕분에 2009년에는 같은 색

상의 랫 슈즈와 매치되는 발 시아가 백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2010

년에는 여름용 샌들도 구매하여 다가올 여름에 드 스나 쇼츠와 함께

매치하여 입을 생각에 들뜬 마음을 표 하 다. [그림 24-2]는

Ferragni가 2009년에 구매했다는 발 시아가 백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

인데, 랫 슈즈와 트 드 자켓의 뒷면 패 색상이 가방과 일치하는

일 트릭 블루임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제목에서 나타나듯 일 트릭

블루를 마치 언제나 완벽한 트 드 칼라인 블랙처럼 사용하여 스타일

링한 Ferragni의 세련된 취향을 잘 드러낸다.Ferragni가 언 했듯이

자신 좋아하는 색상이 트 트 칼라와 일치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다양

284)Neonnomad.(April28,2013).fashiontoast.retrievedSeptember25,2013,from

http://www.fashiontoast.com/2013/04/neon-nomad.html.



-161-

한 아이템으로 매치한 것에서 사회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트 디 스

타일이라 해석 할 수 있겠다.

Electric blue is one of the colours I love the most in my outfits... 

Fortunately it’s a colour that, from last spring/summer season was put 

forward again in many clothes and accessories, making me extremely 

happy. For this reason last year I bought this colour of Balenciaga for 

my birthday, to mix it with the flats, and today while I was shopping I 

also found these amazing sandals...that will probably be one of the 

must of my summer outfits, I already imagine them with dresses and 

shorts and I can’t wait to wear them, even if in Italy the cold came 

back again! (2010.3.8.)285) 

2) 랜드지향 스타일(Brandorientedstyle)

본 연구에서 랜드지향 스타일은 블로거 본연의 취향보다는 특정

랜드로 스타일링한 이미지로 정의하 다.블로거가 다양한 랜드와

콜라보 이션 하거나 특정 랜드를 홍보하게 되면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스타일이며 트 디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아에서 욕망의

상으로 치하는 이미지다.팔로어를 비롯한 수많은 객들은 블로

거가 자신의 옷으로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다가 차 디자이 의 많은

러 콜을 받게 되면서 콜라보 이션 는 찬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랜드를 소개하게 된다.이는 트 디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랜드 이

미지와는 다르게 한 가지 특정 랜드로 체 스타일을 구성하는 경우

가 많다.

2013년 2월 22일 Ferragni의 포스트는 라노의 10꼬르소꼬모(10

corsocomo)에 새롭게 단장한 디오르의 팝업스토어 오 축하 행사에

참석했으며,이탈리아의 홍보 사로 선정된 자랑스러움을 이야기 하

다.우아하고 디테일에 집 하게 하는 것이 컨셉이었는데,[그림 25-1]

285)Electricblueisthenew black.(March8,2010).theblondsalad.retrieved

September25,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0/03/electric-blue-is

-the-new-bla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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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Ferragni는 평소와는 달리 한쪽으로 머리를 땋아 내렸고,디오

르 블랙 수트 안에 드 톤의 커다란 리본(bow)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

고 있으며,역시 디오르의 블랙 토트(tote)백을 들고 매장 안에서 마치

디오르의 모델처럼 서 있는 모습이다.Ferragni가 언 했듯이 디오르의

홍보 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랜드 이미지를 가장 잘 달할 수 있

는 시즌의 룩을 표 하고 있다는 에서 랜드지향 스타일이라 해석

할 수 있다.

Yesterday night I took part into a fantastic party organized by Dior in 

order to celebrate the new milanese pop up store in 10CorsoComo: 

elegance and attention to details were the main characters of the 

night.More than proud of being chosen as italian ambassador of this 

project. (2013.2.22.)286)

랜드지향 스타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콜라보 이션

스타일이다.Lau는 2011년 7월 21일 아크네(Acne)와 라운(Browns)

의 공동 엽서 로젝트에 참여한 이미지를 포스트 하 다.각 지역의

블로거가 아크네의 이른 가을(pre-fall)컬 션을 입고 자신의 도시를

표하는 곳을 추천하는 것인데,자신은 자연스럽게 런던을 맡게 되었

다고 하 다.[그림 25-2]에는 아크네 컬 션인 베이지 색상의 쇼츠와

스웨터 에 베이지와 블랙의 칼라 블록 재킷을 입은 Lau의 모습과 엽

서에 소개된 런던의 음식 에 한 내용이 나타나있다.엽서에 실린

Lau의 룩은 아크네 매장의 도우에도 시되었는데,이 게 특정

랜드와 콜라보 이션하여 컬 션을 홍보하는 것을 랜드지향 스타일

로 해석할 수 있다.

Therefore, it didn't take much to say YAY to participating in the joint 

Acne and Browns Postcard project that presents little city 

286)Diorpopupstoretheparty.(February22,2013).theblondsalad.retrieved

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3/02/dior-pop-up-sto

re-the-par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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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from bloggers accompanied by pretty pics of us 

wearing the new Acne pre-fall collection.  I naturally did London, along 

with Hanneli for New York, Elin Kling for Stockholm and Romy 

Frydman for Sydney. (2011.7.21.)287)

<사회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패션스타일 유형>

[그림 23-1]유니폼 스타일(나이키 주최

마라톤 참가),블론드샐러드

[그림 23-2]기능성 스타일(어메리칸 어페럴 바디수트의 이어링

용도 설명),패션토스트

[그림 23]TPO지향 스타일

287)My entry.(July 21,2011).stylebubble.retrieved August11,2013,from

http://www.stylebubble.co.uk/style_bubble/2011/07/my-en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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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SS13헬뮤트 랑 [그림 24-2]일 트릭 블루(ss09칼라 트 드)

(네온 오 지 트 드),패션토스트 블론드샐러드

[그림 24]트 디 스타일

[그림 25-1]디오르 홍보 사 [그림 25-2]아크네 & 라운 엽서 로젝트

블론드샐러드 콜라보 이션,스타일버블

[그림 25] 랜드지향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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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질 자아이미지

본질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주요 스타일은 페티시,그로테스크,고

스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1)페티시 스타일(FetishStyle)

페티시 스타일은 크게 성 도착과 물신주의로 나타났다.성 도착

의 사례로 Ferragni는 2009년 10월 12일 포스트에서 욕실의 세면 와

거울을 이용하여 남자친구와 자신의 성기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연출하

다.당일에 포스트된 여러 사진과 더불어 이 이미지에 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지만,블로그를 시작하며 그동안 리커(flicker)에 올려졌

던 사진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포스트하 다고 밝혔다.288)Ferragni

는 블로그 반에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는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

었고,애정행 도 과감하게 공개한 블로거이다.[그림 26-1]에서 두 사

람은 모두 드인 채 거울을 바라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Ferragni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카메라로 촬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때 두 사람의 성기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지만,거울과 욕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익살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모든 것은 의도 인 설정으로 남

자 친구와의 스킨십을 장난스럽게 연출하여 남녀의 특정 성기에 집

하게 만들었다는 에서 성 도착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블론드샐러드는 물신주의 페티시도 자주 드러내고 있는데,본질

자아이미지에서 상 a와 같은 맥락으로,소유의 욕망이 끝이 없는 패

션의 속성을 표 한 것으로 설명된다.Ferragni는 가방과 신발에 특히

큰 집착을 보 고,구두 디자이 로 자신의 랜드를 런칭 할 만큼 열

정 이다.2012년 1월 5일 포스트는 수년간 모아온 자신의 구두 컬

션을 모두 거실에 꺼내어 시한 이미지를 선보이며,2009년 10월 블

로그를 시작한 이후 신발이 세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그림 26-2]은

288)Partofmygreatest-hits.(October12,2009).theblondsalad.retrievedMarch

30,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09/10/part-of-my-greatest-hits.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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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을 한 가득 메운 신발 뒤로 애견 마틸다와 소 에 비스듬히 워

있는 Ferragni의 모습을 담고 있다.이는 패션의 특정 아이템에 한

집착을 보여주는 물신 페티시 스타일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One of the most beloved post on the blog has always been this one 

about my platforms and wedges collection, from November 2010. I’ve 

been collecting shoes for years (with bags, another great passion of 

mine) but most of these shoes were presents from brands and estores, 

received thanks to the visibility of the blog: before opening The Blonde 

Salad in October 2009 I used to own a third (probably less) than all 

these beauties. (2012.1.5.)289)

2)그로테스크 스타일(GrotesqueStyle)

그로테스크 스타일은 본질 자아의 1차 본능과 주이상스를 표

하며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기괴한,흉측한,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지칭한다.스타일 루키 Gevinson의 사례를 살펴보면,2008년

9월 14일 포스트에 [그림 27-1]와 같이 아이라이 (eyeliner)로 으스스

한 꼭두각시 속 썹을 아래까지 그리고,머리에는 도일리(doily)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해 설명하 다.학교에서 자신을 보고 모두

가 매우 당황하며 무례했고,어떤 선생님은 자신의 안경 뒤로 보이는

라인이 마치 바늘땀 자국 같아서 수술을 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기도

했다.Gevinson은 3장의 본질 자아에서 분석했듯이 자신의 패션 스

타일이 사람들의 기 를 벗어나서 돌아오는 반응을 즐기는 경향이 있

으며,평소 주변의 질타를 받던 자신의 스타일이 패션블로거로서 유명

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에 해 지루함을

표 했었다.이번 좀비 스타일에 한 사람들의 반응에 Gevinson은 다

시 의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표 을 하며 만족했다.그리고 구든

자신에게 역겹게 행동하면,으스스한 몸짓,죽은 인형, 는 꼭두각시로

289) Shoes,shoes,and shoes.(January 5,2012).the blond salad.retrieved

September27,2013,from http://www.theblondesalad.com/2012/01/shoes-shoes-an

d-sho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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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해서 그들을 더욱 무섭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악한 놀이를 고

했다.Gevinson에게 패션의 그로테스크한 면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좀

더 주목받기 한 자극 도구인 것이다.

The other day I drew on creepy puppet lashes with eyeliner and wore 

a doilie thing on my head... Everyone at school was so rude and 

confused! It was wonderful, exhilarating, nice for things to be back to 

normal. One of my teachers even asked did I get surgery and is that 

why I was absent for 2 days because I guess the lines looked like 

stitches or something behind my glasses. So whenever someone acted 

disgusted I would put on a creepy mime/dead doll/puppet face and 

stare at them really strangely to freak them out even more. God it's 

fun being malicious. (2008.9.14.)290)

본질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주이상스도 그로테스크 스타일을 표

하는 표 사례이다.3장에서 분석했듯이 Gevinson은 자신을 마치

동면에서 깨어나는 두더지(mole), 는 마멋(groundhog)같다고 표

하 는데,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굴

에서 나와 당당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겨야함을 이야기 했었다.[그림

27-2]에서 보듯이 동굴 입구에 커다란 마멋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

Gevinson의 흑백이미지는 동굴에서 나오듯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표 이며 그로테스크 스타일로 해석할 수 있다.

3)고스 스타일(GothStyle)

고스 스타일도 본질 자아의 주이상스를 표 하는 이미지로 삶과

죽음,종교성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본 연구에서 문화 술에

감을 받은 마녀,뱀 이어 등 상상 자아이미지는 실 스타일로 분

류되었고 고스 스타일은 블로거 내면의 응시에 을 맞춘다는 에

서 차별화된다.이는 시각 으로 비슷한 이미지일지라도 블로거의

290)Sosyourface.(September14,2008).thestylerookie.retrievedAugust29,

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8/09/sos-your-f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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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는 메시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다.Bancourt가 문화 술

의 동일시로 실 스타일을 자주 연출했다면,Gevinson은 좀 더 주

이상스에 가까운 고스 스타일을 표 한 블로거이다.

2011년 5월 16일 Tavi의 포스트에서 제임스 릴리(JamesLillis)의

홀리(holy) 깅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 하는 매우 요한 부분이라

고 언 하 다.291)[그림 28-1]은 십자가와 자살하지 말라는 문구가

린트된 블랙 티셔츠와 가디건,성화 린트된 홀리 깅스를 매치하고

블랙 립스틱을 바른 Gevinson의 모습이다. 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도 함께 포스트 되어 있었는데,이는 기독교 메시

지를 통해 청소년 자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Gevinson의

소망이 담겨 있다.그동안 블로그의 여러 포스트에서 Gevinson는 삶과

죽음에 한 진지한 태도를 보 고,십 의 혼란과 방황가운데서도 자

아를 찾아가려는 끊임없는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Gevinson의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9월 22일에 포스트한 블랙 앤

화이트 콜라주 이미지다.종종 자신에 하여 걱정한다고 시작하며,자

신의 콜라주에 하여 설명하는데,[그림 28-2]>와 같이 콜라주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웃음이 없고,그 반은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Sometimes i worry about myself. Is it wrong that absolutely NO ONE in 

my inspiration collage is smiling? Or that all the pictures are black and 

white? Or that half of these people look dead? (2008.9.22.)292)

이와 연 하여 이틀 뒤인 2008년 9월 24일 포스트에서 자신이

도일리 모자와 인형 썹을 한 모습, 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무서운 얼굴의 콜라주를 포스트 했을 때,몇몇 사람은

자신을 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자신에게는 좀 더 상을 알

291)bulimiaisso’87.(May16,2011).thestylerookie.retrievedSeptember22,

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11/05/bulimia-is-so-87.html.

292)SometimesIworry aboutmyself.(September22,2008).thestylerookie.

retrievedAugust29,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8/09/sometimes

-i-worry-about-mysel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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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게 만들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진이라고

하 다.결국 주류보다는 조잡하고 엉뚱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

는 자신의 패션 취향과 연결시키고 있다.이는 패션과 더불어 삶

의 반에 한 비주류 가치 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스타

일버블 Lau의 성향과도 유사하다.

When I posted the pictures in which I'm wearing a doilie hat and doll 

lashes, a few people thought it was a little strange, as did some when 

I posted my inspiration collage of dead-looking people and scary faces. 

These pictures are interesting, they make me want to know more about 

the person wearing it and they draw me in. I might only be less 

attracted to the entire "chic" deal because, as a younger person, I do 

gravitate more towards tackier clothes.(2008.9.24.)293)

293)Onezerozero.(September22,2008).thestylerookie.retrievedAugust29,

2013,from http://www.thestylerookie.com/2008/09/one-zero-ze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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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패션스타일 유형>

[그림 26-1]성 도착,블론드샐러드 [그림 26-2]물신주의,블론드샐러드

[그림 26]페티시 스타일

[그림 27-1]좀비 분장,스타일루키 [그림 27-2]마멋 이미지,스타일루키

[그림 27]그로테스크 스타일

[그림 28-1]십자가 티셔츠와 [그림 28-2]죽은 사람처럼 보이거나 무서운

홀리 깅스,스타일루키 얼굴들 콜라주,스타일루키

[그림 28]고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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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합 논의

1.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른 스타일 선호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 사례를 도출한 결과

자아이미지 유형별 성향에 따라 스타일의 선호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블로거의 성향에 따라서도 특정 자아이미지가 상 으로 부각되

어 이를 표하는 패션스타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첫째,상상 자아이미지에서 나르시시즘과 퇴행은 키덜트 스타일과

트로 스타일,문화 동일시는 에스닉 스타일,가상성은 실 스타

일로 표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키덜트 스타일은 블로거가 유년시

을 회상하며 당시의 분 기와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이다.이는 상상

자아에서 퇴행의 모습으로 어린 시 에 입었던 옷,익숙한 공간,자

주하던 놀이와 장난감 등에 한 추억의 요소를 포함한다. 트로 스타

일은 20세기 패션에 한 다양한 감을 바탕으로 재 되었다.에스닉

스타일은 블로거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지역 특성에 감을 받

은 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로 나타났으며,블로거만의 재해석을 통해

개성 있게 표 했다는 에서 상상 자아이미지라고 해석된다.

실 스타일은 블로거의 상상 자아가 가장 이상 으로 구 된 이미지

로 동화 ,환상 ,몽환 ,신화 분 기로 표 되었다.주로 문화

술에서 감을 받아서 재 하는 사례가 많았고,천사와 마녀,뱀 이어,

유령,요정 등 실 존재를 표 하 다.

둘째,사회 자아이미지에 나타난 블로거의 패션스타일은 TPO지

향 스타일,트 디 스타일, 랜드지향 스타일로 분류되었다.TOP지향

스타일은 블로거의 사회 역할과 활동을 잘 드러내거나 특정 상황과

용도를 한 스타일이라는 면에서 다른 이미지와 차별화된다.사례연

구는 유니폼 스타일(uniform style),기능 스타일(functionalstyle)로

나타났다.트 디 스타일은 블로거의 패션이미지에서 패션의 트

드가 가장 많이 반 된 스타일을 의미하며,사회 자아가 강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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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일수록 더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랜드지향 스타일은 블

로거의 사회 성취가 가장 완성된 형태로 다양한 랜드와 콜라보

이션 하거나 특정 랜드를 홍보하는 스타일로 나타났다.트 디 스타

일과 함께 팔로어( 객)에게 패션에 한 동경과 환상을 심어주며 욕

망의 상으로 치하는 이미지다.

셋째,본질 자아이미지에서 성 도착과 상 a는 페티시 스타일,

1차 본능,실제 실,주이상스는 그로테스크 스타일과 고스 스타

일로 표 되는 경향을 보 다.페티시 스타일은 크게 성 도착과 물신

주의로 나타났는데,성 도착은 성 부 를 강조하는 촬 의 설정과

이미지 효과,속옷의 겉옷화 등의 사례가 있었다.물신주의 페티시는

본질 자아이미지에서 상 a와 같은 맥락으로,소유의 욕망이 끝이

없는 패션의 속성을 표 한 것으로 설명된다.그로테스크 스타일은 본

질 자아의 1차 본능과 주이상스를 표하며 좀비(zombie),동굴에

서 마멋(marmot)의 탈을 쓴 듯한 스타일 등 기괴하고 흉측하거나 우

스꽝스러운 이미지로 표 되었다.고스 스타일도 주이상스를 표 하는

이미지로 삶과 죽음,종교성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본 연구에서

문화 술에 감을 받은 마녀,뱀 이어 등 상상 자아이미지는

실 스타일로 분류되었고 고스 스타일은 블로거 내면의 응시에 을

맞춘다는 에서 본질 자아로 구분되었다.

이상과 같이 5개의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 유형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패션스타일을 해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패션

스타일은 자아이미지의 세부 유형에 일 일로 응되어 나타나기보다

상상 ,사회 ,본질 자아이미지에서 각각의 속성이 반 되어 여러

가지 스타일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12]자아이미지 유형별 패션스타일



자아이미지 유형 세부 내용 패션 스타일 이미지 사례

상상적

자아이미지

Imagery

ego-image

나르시시즘
신체적 조건

패션 스타일
키덜트 스타일

(Kidadult style)

레트로 스타일

(Retro style)

에스닉 스타일

(Ethnic style)

초현실 스타일

(Surreal style)

                             

       

   

[그림 21-1]유년기 놀이터,키덜트 스타일 [그림 20-1]마오족 재킷,에스틱 스타일

    [그림 19-1]20,30년 자마, 트로 스타일 [그림 22-1]천사, 실 스타일

퇴행
유년기

레트로, 빈티지

동일시
문화, 예술,

자연, 트렌트

가상성
가상적 

상황과 신체

사회적

자아이미지

Social

ego-image

역할의 

상징성

자기소개

블로거의 역할

인간관계

사회활동

TPO지향 스타일

(ex. Uniform style,

Functional style)

 트렌디 스타일

(Trendy style)

 브랜드지향 스타일

(ex. Collaboration 

style)

[그림 23-1]유니폼 스타일 [그림 24-2]일 트릭 블루 [그림 25-1]디오르 홍보 사

TPO지향 스타일 트 디 스타일 랜드지향 스타일

타자의 

욕망

스타일소개 

및 제안

패션 위크 스타일

성취

본질적 

자아이미지

Real

ego-image

1차적 본능
생리적, 

심리적 본능

페티시 스타일

(Fetish style)

그로테스크 스타일

(Grotesque style)

 고스 스타일

(Goth style)

[그림 26-2]물신주의,페티시 스타일 [그림 27-2]물신주의,페티시 스타일

[그림 27-2]마멋 이미지,그로테스크 스타일 [그림 28-1] 십자가 티셔츠,홀리 깅스

고스 스타일

실제적 

현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적 현실

성적 도착
성의 왜곡과 

강조

대상 a
욕망의 대상, 

원인

주이상스
욕망의 좌절과 

고통, 승화된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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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아이미지 유형별 스타일의 의미와 활용

자아이미지 유형별 스타일 해석의 결과,블로그에서 개인의 취향은

패션을 통해 자아이미지로 표 되며,자아이미지 성향에 따라 특정 스

타일로 구분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패션스타일의 선호는 퍼스 패

션블로그에서 무의식 세계의 다면 자아가 다양한 스타일로 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자아표 의 매체로서 패션이 뉴미디어 시 에는 퍼

스 패션블로그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제 3자의 시각이 아닌 개인의

주체 인 시각을 반 한 창의 조작을 통해 자아의 다양한 속성을 드

러내는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뉴미디어는 패션이미지를 모든 사람

에게 달하며,블로그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취향이 실

시간으로 소통될 수 있다.여기서 개인의 미 취향인 패션이미지는 많

은 팔로어에게 동일시되어 리만족을 주거나 욕망의 상으로 치하

게 되며,팔로어는 잠재 으로 유사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로 간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에서 분석 상을 블로거의 과 이미지로만 한

정하여 자아이미지를 도출하 기 때문에 댓 은 분석의 상에서 제외

하 다.이는 자료의 양이 방 하여 블로거 자신의 응시의 에서만

자아이미지 유형을 분류하 고,타인의 응시인 댓 에 한 분석은 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블로그의 댓 문화가 부분 동조와 찬사,

리만족 등 정 표 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퍼스 스타일은 블로

거의 미 취향이자 잠재 소비자인 팔로어의 미 취향을 변한다

고 볼 수 있다. 를 들어,나르시시즘,퇴행,동일시,가상성 등을 표출

하는 상상 자아가 강한 소비자일수록 패션스타일은 키덜트, 트로,

에스닉, 실 스타일 등을 선호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사회 자

아와 본질 자아도 마찬가지로 특정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

향을 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도출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은 디자인과 마

등 패션의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다.이는 블로거가 차 자신의 랜드 런칭,에디터,콜라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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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랜드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

다.퍼스 스타일은 첫째,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술의 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특히 블로거의 상상 자아이미지는 패션에 한 창의

근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시이다.이들의 아마추어 이

지만 참신한 사고와 감각은 세계 인 디자이 의 러 콜로 이어졌고

콜라보 이션을 통해 스타 블로거가 탄생된 계기가 되었다. 한 본질

자아이미지는 블로거의 내면 표출이 어떠한 소재와 과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는지 드러냄으로써 유사한 성향을 표 하는 련 분야에

감을 주거나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둘째,블로거의 퍼스 스타일은 트 드 제시하며, 랜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블로거는 자신의 사회 역할이 확장되면서

패션의 심에서 매 시즌 다양한 디자이 의 컬 션과 새로운 랜드

런칭 등 최신 트 드를 선 하는 트 드 세터(trendsetter)가 되었다.

주로 사회 자아이미지로 나타나는데,블로그 뿐 아니라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 패션 잡지,화보 등 문 패션 매체를 통해 개성 있는 스타

일로 제시된다.이는 셀 리티 홍보 효과 못지않은 향력을 발휘하

고 있으며 패션시스템에서 차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퍼스 스타일을 통해 표 된 라이 스타일은 패션 소비자의

성향을 악하고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팔로어는 블로거의 평범

하고 소박한 일상에 한 공감 뿐 아니라 차 화려한 패션계로 진입

하면서 펼쳐지는 로벌 라이 스타일에 한 환상과 동일시를 통해

리만족을 얻는다.세계 인 디자이 ,모델,에디터,포토그래퍼 등

패션계의 유명 인사와의 만남,패션쇼에 참석하여 컬 션 의상을 입거

나 화보 촬 ,인테리어,건축,푸드(food),다양한 시각 술 등 련

분야와 트 드 교류,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패션을 포함

한 다양한 문화 술에 한 간 체험 등 역동 이고,국제 이며,세련

된 블로거의 라이 스타일은 팔로어의 동경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랜드 기획 시 이러한 소비자 라이 스타일을 철 히 분석한다면 패

션 소비자의 환상을 자극하는 설득력 있는 고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패션스타일을 통해 자아이미지 유형을 측할 수 있으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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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 로 일을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 자

아이미지 유형에 따라 특정 패션스타일에 한 선호가 나타남을 확인

하 듯이, 랜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자아이미지 유형을 부각시

킬 수 있는지 계획 으로 근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랜드 정

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인간은 다면 ,복합 자아를 지

니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는 을 고려할 때 좀 더 소비

자 지향 디자인과 마 으로 연결될 것이다.

제 5장 결 론

뉴미디어 시 의 퍼스 패션블로그는 인터넷에서 소셜 네트워크라

는 상호소통구조를 바탕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투 된 블로거의 이미지

에 한 블로거 자신과 타인,내면의 응시구조를 통해 블로거가 주체

으로 다면 자아의 속성을 드러내는 기제라 할 수 있다.무의식 세계

의 반 으로서 블로그는 물신 욕망의 상이자 개인의 사회 치

와 역할을 표 하는 패션의 표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

자를 형성한다.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 타인의 응시로 이루어지

는 사회 상징체계를 의식하고 받아들이기 단계인 상상계의 나르

시시즘 ,이상 자아도 형성하는데 이는 블로거의 창의성이 가장 잘

발 된 상상 자아로 표 된다.마지막으로 인간의 1차 본능에 충

실한 생리 ,심리 상에 한 실제 모습과 내면의 갈등을 표출하

는 본질 자아까지도 드러내면서 퍼스 패션블로그는 자아이미지 형

성의 새로운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퍼스 패션블로그에서 블로거의 패션이미지는 패션 잡지와 같은

기존의 패션사진에 표 된 이미지와 차별화된다.기존의 패션사진이

제 3자,주로 사진 작가나 연출자의 시각에서 남성 응시의 상으로

표 되어 온 반면,블로그는 뉴미디어에 의해 조성된 가상공간으로 블

로거가 응시의 상이자 주체로서 자유롭게 자아이미지를 표 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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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아의 이러한 다면 모습은 패션을 통해 다

양한 스타일로 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시 자아형성과 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

블로그의 요성을 인식하고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연구의 틀을 개발하기 해

먼 뉴미디어 시 의 자아이미지와 자아표 의 장으로서 퍼스 패션

블로그의 특수성,사회문화 자아이미지,정신분석학에서 Lacan의 응

시와 자아개념 등에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 다.사례연구는 다양한

로벌 매체의 검증을 통해 자아이미지 유형분석에 합하다고 단된

퍼스 패션블로그를 스타일버블,스타일루키,패션토스트,체리블로섬

걸,블론드샐러드의 총 5개로 선정하 다.블로거 자신의 이미지와 자

신에 한 ,가족사진이나 개인의 소지품,동일시하는 상 등 자아

이미지가 반 된 총 773개의 포스트를 도출하여 상상 자아,사회

자아,본질 자아로 정리하 고,각각의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상상 자아는 나르시시즘,퇴행,동일시,가상성의 세부유형

으로 분석하 다.나르시시즘은 주로 신체 만족보다 패션스타일에

한 소신과 만족에 한 내용이 부분으로 나타났다.퇴행은 상상

자아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어머니를 포함한 유년기 이미지와

세,19세기,20세기 패션 등 과거 시 를 재 하는 트로,빈티지 이

미지로 나뉘었다.동일시는 음악과 화를 비롯하여 텔 비 드라마,

애니메이션,시,소설,동화,사진,회화 등 문화와 술의 다양한 역

에 하여 나타났다.마지막으로 가상성은 신화 ,동화 , 실 ,

몽환 분 기 등의 가상 상황과 실 존재나 인간의 신체가 분

리,해체, 왜곡되어 나타나는 가상 신체로 표 되었다.

둘째,사회 자아이미지는 언어로 명명되는 역할의 상징성과 타자

의 욕망으로 사례를 분석하 다.역할의 상징성은 블로거의 나이,성별,

국 ,이름,직업,가족 계 등 자신의 개인 배경,거주지 특성,라이

스타일과 취향에 한 자기소개가 표 이다.그리고 블로그 운

상황과 비 ,팔로어와의 소통 등 블로거의 역할과 인간 계,사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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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타자의 욕망은 블로거의 개성 있는 스타

일 소개 제안,패션 크 스타일,그리고 콜라보 이션,인터뷰,스

피치, 랜드 행사와 티 참여,잡지 화보 촬 ,수상 등 블로거의 사

회 자아이미지가 가장 완성된 형태인 성취로 나타났다.

셋째,본질 자아는 1차 본능,실제 실, 상 a,주이상스,성

도착의 세부유형으로 분석하 다.1차 본능은 생리 ,심리 본

능이,실제 실은 경제 상황이 주된 사례로 나타났다. 상 a는

블로거의 욕망과 결핍의 상으로 라다이스,이상 아름다움,이루

지 못한 꿈,물신 페티시즘 등으로 나타났다.주이상스는 결혼,성별,

패션 등에 한 사회 고정 념을 탈피하려는 시도,두려움에 한 극

복,삶과 죽음에 한 생각 등으로 표 되었다.마지막으로 성 도착

은 성에 한 왜곡과 강조로 표 되었는데,성기의 노출,가슴 강조,코

르셋의 변형,속옷의 겉옷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 분석 결과,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형

성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블로거의 개인 배경,문화· 술

경험과 취향,트 드와 사회 성취로 나타났다.자아이미지 유형은 상

상 자아를 심으로 사회 자아는 반비례하고,본질 자아는 비례

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자아이미지 유형의 흐름을 살펴보면,

블로그 반에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상 자아와 본질 자아의

1차 본능,실제 실이 많이 등장하지만,블로그가 성장해 갈수록

사회 자아의 비 이 속도로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개인의 일상

속 스타일을 표 하며 매우 사 으로 시작한 블로그가 차 세계

인 과 문가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디자이 가 보내 온 샘 과

다양한 랜드의 찬으로 스타일링을 선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디자이 와의 콜라보 이션,잡지나 화보 촬 ,패션 크 방문 등이

좀 더 주된 소재로 변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자기도취 이며 자유로

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자아이미지는 사회 역할과 타자의 욕망을

상징하는 사회 자아이미지로 체된다.여기에서 상상 자아와 사

회 자아 사이의 갈등이 본질 자아이미지로 표 되기도 한다.

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상상 ,사회 ,본질 자아이미지는

세부 유형의 속성에 따라 특정 패션스타일의 선호로 나타났다.블로그



-179-

에서 개인의 미 취향은 자아이미지로 표 되며,자아이미지 성향에

따라 특정 스타일로 구분되는 경향을 의미한다.상상 자아이미지의

표 유형인 나르시시즘,퇴행,동일시,가상성은 키덜트 스타일,

트로 스타일,에스닉 스타일, 실 스타일로 표 되는 경향이 나타났

다.사회 자아이미지에서 역할의 상징성은 유니폼 스타일,기능 스

타일 등으로 표되는 TPO지향 스타일,타자의 욕망은 트 디 스타일

과 콜라보 이션 스타일로 표되는 랜드지향 스타일로 표 되는 경

향을 보 다.마지막으로 본질 자아이미지의 1차 본능,실제

실,성 도착, 상 a,그리고 주이상스는 페티시 스타일,그로테스크

스타일,고스 스타일 등으로 표 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시 의 블로그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응시의 주체와 상으로서 블로거

다면 자아이미지를 형성하고 표 하는데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요한 매체임을 확인하 다.퍼스 패션블로그는 개인의 상상 자

아를 가장 자유롭게 표 할 수 있으며,1차 본능과 내면의 실을 표

출하는 본질 자아도 가시화 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자아 주

의 패션이미지를 표 해왔던 기존의 매체와 차별화된다.특히 상상

자아이미지는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장 잘 드러내며,패션에

한 블로거의 순수한 열정을 가장 잘 표 하고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블로그에서 자아이미지는 개성 있는 취향과 스타일로

나타나며,패션이 로벌 네트워크와 유통구조 속에서 차 획일화되어

가는 가운데 신선한 자극과 감이 되고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은 디자인과 마 등

패션의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매커니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다.첫

째,퍼스 스타일은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술과 련 분야의 감

으로 활용될 수 있다.상상 자아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아마추어 이

지만 참신한 사고와 감각은 문화· 술 소재의 창의 활용과 상상력

을 가시화시키는 연출기법을 통해 표 된다.

둘째,블로거의 퍼스 스타일은 블로그 뿐 아니라 오 라인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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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패션 잡지,화보 등 문 패션 매체를 통해 트 드 제시와 랜

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블로거는 인터넷 패션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블로그의 미디어 특성은 셀 리티 효과 못지않은

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퍼스 스타일은 패션 소비자 로 일을 구축하는데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다.팔로어가 블로거와 유사한 취향을 지닌 잠재

소비자라는 을 고려할 때, 랜드 기획 시 자아이미지 유형의 형성

요인인 개인 배경,라이 스타일,문화· 술 취향 등을 철 히 분

석함으로써 소비자 타겟에 맞는 패션스타일을 좀 더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게 랜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자아이미지 유

형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계획 으로 근하여 개발하는 것은 랜드

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소비자 지향 디자인과 마 으로 연결하는

토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무의식 세계가 반 된 자아표 의 장으로서 블로

그의 요성, 패션에서 개인 취향의 요성,개인의 자아이미지가

블로그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패션시스템의 새로운 메커니즘 요소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하 다.하지만, 로벌 매체의 검증을 통

해 블로거의 자아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난 퍼스 패션블로그를 최

한 다양하게 선정하는 과정에서,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되는 블

로그의 특성상 자료의 양이 방 하여 5개의 여성 블로그로만 연구

상을 한정했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

미지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포스트에 다양한 자아이미지가 공존하는 경

우 가장 부각되는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이는 자아이미지 유형

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는데 연구의 을 두어,하나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복합 자아의 세계를 구체 으로 반 하지 못하게 된 부분

이 있다.마지막으로 블로거가 자신을 바라보는 응시의 주체이자 상

이라는 에서만 연구를 진행하여 블로거의 이미지와 을 심으로

분석하 고, 객(팔로어)의 댓 분석을 통해 타인의 응시 까지

확장하지 않은 은 후속 연구로 진행한다면 의 패션시스템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블로그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의미 있는 작

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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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EunSuh

Dept.ofTextiles,MerchandisingandFashionDesign

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Inthenew mediaerabasedincomputersandtheinternet,social

networksasvirtualcommunitiesenablereal-timecommunication.

Imagestherehavebecomehighlighted asan importantform of

communicationandself-expression.Insocialnetworks,apersonal

style is getting much attention as ego-image since fashion

consumers,consideredfashionrecipientscantransform,recombine

and manipulate the fashion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independentlyonthecomputertocreatetheirownimage.

Thestudyaimstoidentifythetypesandstylesofego-images

representedonthepersonalfashionblogsinthenew mediaage.

Thepersonalfashionblogisregardedasanew mechanism through

which a blogger independently reveals the multifaceted egos

throughthestructureofablogger’s,followers’,andtheselfinner

gazeataself-fashioned imageofpersonalstyleprojected on a

computerscreen.Ego-image can be expressed as practicaland

realisticimagestovirtualandfantasticimagesthroughacreative

manipulationofacompositemediainthenew mediaenvironment.

Through research into literature on both socialan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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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image, and the contents of Lacan's psychoanalysis(gaze,

unconscious structure and ego concept),ego-images which are

represented on thepersonalfashion blogs were categorized into

threetypestheimageryego,thesocialegoandtherealego.The

imaginaryegoisclassifiedasnarcissism,regression,identification,

andvirtuality;thesocialegoasthesymbolism ofrolesandthe

others’desires;and the realego as primary instinct,practical

reality,objecta,jouissanceandsexualperversion.

Thestudyconductedcasestudiesof5personalfashionblogs

selectedasconsideredsuitableforanalysisoftheego-imagetype

through theverification ofavariety ofglobalmedialikealexa,

bloglovin,netaporter,etc.:Style Bubble,Style Rookie,Fashion

Toast,TheCherryBlossom Girl,andTheBlondeSalad.The773

totalpostingswerederivedfrom them,includingbloggers’images,

their articles,family photos,personalbelongings,and identified

objects,andanalyzedaccordingtotheego-imagetypes.Research

findingsofthisthesisareasfollows.

Firstly,intheimaginaryego,narcissism appearstobemostly

bloggers’satisfaction and beliefsabouttheirfashion styles.The

degenerationrepresentschildhoodimagesincludingamotheraswell

asretroandvintageimagesthatrecreatethebygoneerassuchas

medieval,19th century or20th century fashion.Identification is

connection with thevariousareasofcultureand art,especially

moviesandmusic.Virtuality representshypotheticalsituationsof

mythical,fairy tale-like,surreal,or dreamlike atmospheres and

hypotheticalbodiesthatappearremoved,disassembled,orcrooked.

Secondly,inthesocialego,symbolsofthesocialroleincludethe

blogger'sself-introductionsuchaspersonalbackground,residence

characteristics,lifestyle and preferences as wellas role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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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gerregarding operating conditions,vision ofthe blog,and

communicationwithfollowers,personalorsocialrelationshipsand

socialactivitiesareincluded.Thedesireoftheothersrepresents

images ofblogger's individualstyle introducing new items or

coordinationaswellasstylesduring afashionweek.Imagesof

collaborations,interviews,speeches,eventsandpartiesinvolvedin

thebrandandmagazinephotoshootsareimportantexamplesofthe

mostcompleteperformanceofablogger’ssocialego.

Thirdly,in the realego,the primary instinctrepresents the

physiological and the psychological. For practical reality, the

economicsituationisthemaincase.The‘objecta’isatargetof

bloggers’deficitand desire and presents paradise,idealbeauty,

unfulfilleddreamsandfetishism.Jouissanceshowsan attemptto

escapefrom socialstereotypessuchasmarriage,sex,andfashion,

aswellasovercomingthefearandthinkingaboutlifeanddeath,

etc.Sexualperversionwasexpressedasdistortionoftheemphasis

on sexuality,forexample,exposureofthegenitals,highlighting

breasts,transformationofthecorset,andunderwearoutfit.

Asaresultofthecasestudy,themainfactorsaffecting the

formation ofego-imagewereanalyzedastheblogger'spersonal

background,culturalexperiences,artistictastes,trendsandsocial

achievements.Regarding the types ofego-image,the imaginary

ego-imagetendstobeininverseproportiontothesocialego-image

andindirectproportiontotherealego-image.Intheearlystageof

blogs,theimageryegowhichisunconsciousofothersandthereal

ego which representsprimary instinctand practicalreality,both

appearalot,whilethesocialegotendstoincreaserapidlyasblogs

expand.Thismeansthatblogswhichbeginforthesakeofthe

individual'slifearegraduallyacceptedbythepublic'sattentio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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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therecognitionofexperts. Thenarcissisticandfree spirit

ego-imagehasbeenreplacedbythesocialego-imageasasymbol

ofthesocialroleandanobjectofdesire.Heretheconflictbetween

theimaginaryegoandthesocialegoisoftenrepresentedasthe

realego-image.

Thecasestudiesindicatethattheimaginary,socialand real

ego-images that emerged on the personal fashion blogs are

classifiedasaspecificstyledependingontheattributesoftheego

images.Firstly,narcissism,regression,identificationandvirtualityin

theimaginaryegowereexpressedaskidultstyle,retrostyle,ethnic

style,andsurrealstyle.Secondly,symbolism ofthesocialrolesin

the socialego-image appears as the TPO oriented style,for

instance,auniform styleandafunctionalstyletoexpresstherole

andfunctionfittedinaparticularsituation.Thedesireoftheothers

areexpressedasthetrendystylethatreflectsavarietyoftrends

likeseasonalcolor,fabric,anddesign.Thisdesireisalsoshownin

abrandorientedstyletoactivelypromoteaparticularbrand,for

instance,acollaborationstyle.Finally,theprimaryinstinct,actual

reality,sexualperversion,objecta,and jouissance in the real

ego-imagecanresultinfetishstyleswhichinvolveobsessionwith

shoesorbags;agrotesquestyleexpressing bizarreandcomical

imagessuchaszombiesandmarmots;andagothstylereminiscent

ofthedead,ghostsandvampires.

Fashionblogsaredifferentiatedfrom theoldfashionmedia,that

expressed thesocialegoasthesymbolicroleandan objectof

desire,bythefreeexpressionofindividualsintheimaginaryas

wellasvisualizationoftherealessenceoftheinnerselfandthe

primaryinstinct.Onthepersonalfashionblogs,egoimageshows

theaesthetictasteofanindividualandapersonalstyle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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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stimulusand an inspiration to fashion which isbecoming

increasingly standardized in a globalnetwork and distribution

structure.Thestudydeterminestheimportanceofblogsasanew

spaceofself-expression thatreflectstheunconsciousworld,the

importanceofpersonalstyleinmodernfashionandthevalueofthe

individual'sego-imagethatcanbeutilizedasthekeyelementof

thenew mechanism inthefashionsystem.

Thetypesand fashion stylesofego-imagederivedfrom the

case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elements of the new

mechanism inavarietyofareasincludingdesignandmarketing.

Firstly,bloggers’innovativethinkingandsensibilityintheirpersonal

stylescanbeusedasinspirationfordesign,avarietyofartsand

in related fields.Itcan beapplied in many wayssuch asthe

creativeutilizationofculturalandartisticimagination,thedirection

andshooting techniquestovisualizean imagination,andcreative

styling.Secondly,theinfluenceofbloggersasaninternetfashion

icon can beutilized asameansoftrend suggestion and brand

promotion.Marketingthroughcollaborationswithawiderangeof

fashionmediaaswellaspersonalmediablogwillcontributetothe

activationofthefashionbusiness.Thirdly,apersonalstylecanbe

positivelyutilizedtobuildacustomerprofile.Bloggersandfollowers

canbeconsideredtobepotentialcustomerswithsimilartastesand

analyzing thestyletypesby ego-imageshelpsto develop more

customized fashion design and establish a brand identity.This

procedureshouldbeexpectedtobethebasisforconsumer-oriented

designandmarketing,bothofwhichbeing whatmodernfashion

designshouldbepurs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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