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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craze for so-called skinny jeans is illustrative of the restraint of the body through dress. This               

phenomenon is noteworthy when considering the internalization of the corset in contemporary fashion.            

Grown out of the garments of soundly practical use, blue jeans have led the stream of fashion for about               

150 years and now they serve as the new corset idealizing the female body in the form of skinny jean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idealization of the body in contemporary fashion and focus on skinny               

jeans as an externalized corset. The struggle with corsets continues in that the real body is overwhelmed               

by fashion items. In the aspect of idealizing the body by constraining the body parts, skinny jeans               

externalize the control of the body as contemporary corsets. This study conducts literature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as the method of investigation and focuses on women's fashion from the 20
th
 century.               

Exerting a harmful influence on health (as corsets have done) the body in skinny jeans is regarded as a               

modifiable entity. The thinness of the body achieved by skinny jeans suggests the controlling power over               

the body. Moreover, this gives access to the power presented by the contemporary ideal of thinness.               

Skinny jeans are modern day glass slippers.

Keywords: Body, Idealization, Corset, Skinny jeans; 몸, 이상화, 코르셋, 스키니 진

I. 서  론

복식에 유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몸에도 유행이      

존재한다. 패션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는 형성될 수 없       

으므로 각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몸 양식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패션은 문화적 유산의 독특한 형       

태로서 시대의 스타일과 사회의 관습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며, 그 시대의 담론에 따라 이상적인 몸     

양식을 표현한다. Faurschou(1987)의 언급과 같이 패션     

은 욕망의 순환과 몸이 이해되고 기록되는 끝없는 과정     

이다. 몸을 변형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의     

복식은 몸과 복식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끊     

임없이 몸을 이상화된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외양에 몰두하는 문화에서 패션의 급속하고 과     

장된 치환(置換)은 이상적인 형태의 활발한 변화추이     

를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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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0학년도 성균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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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형태를 따르거나 거스르면서 얻어지는 공간적     

인 인식에 의해 정의되는 복식을 몸에 직접 걸치는 건        

축이라 할 때, 역사적으로 서구복식은 이상미와의 조      

화를 이루는 몸을 형성하기 위해 부피와 양감에 의존       

해왔다. 사회적으로 협상된 패션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몸은 인위적으로 창조된다. 몸은 패션에 종       

속되지만 그 반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코르셋은 몸의 자연적인 형태를 강조하기 보다      

는 이상화된 형태로 다듬고 조각하는 장치이며, 이에      

대한 Roberts(1977), Kunzle(1980), Banner(1983), Steele    

(2001)의 연구는 사회적 의미의 운반체로서의 코르셋     

의 지속적인 상징성을 증명한다. 몸은 코르셋이나 타      

이트한 진(jeans)에 의해 조여지고 크리놀린에 의해     

과장되거나 플랫폼 신발에 의해 신장(伸張)된다. 

최근 어떻게 복식과 패션이 여성의 몸을 조작(fab-      

ricate)하는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최근의 패션 현상 중 스키니 진(skinny jeans)의 대        

유행은 단단한 외피로서의 복식이 몸을 구속하는 현상      

이라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코르셋       

으로 이상화된 몸이 코르셋을 내면화한 근육질의 날씬      

한 몸으로 대체된 현대 패션에서의 몸의 재현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는 주목할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노동      

계급의 작업복으로 온전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했     

던 청바지는 150여 년 동안 패션의 흐름 속에서 사라        

진 적 없는 패션 아이템으로, 각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        

경과의 연관 속에서 젊음·자유·반항의 상징, 성적 해      

방의 도구, 관능미의 표현 등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스키니 진의 모습으로 여성의 몸을 구속하는      

신종 코르셋이 되었다. 이러한 스키니 진의 열풍은 신       

체 부위 중 다리를 중심으로 한 하체를 강조하는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최근 스키니 진, 미니스커트나 레깅      

스의 착용을 통해 해당 부위에 관심과 초점이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맞음새에 대한 만족과 바디        

카텍시스가 하체에서 가장 강한 상호연관성을 보임을     

증명한 LaBat and Delong(1990)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의미의 체계와 조절 행위로서의 패션은 의미에 관한      

사회적 투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Fields, 1999). 이러       

한 패션의 중심요소는 변화이므로 복식에서의 패션에     

관한 논쟁은 문화의 분석에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스키니 진의 바디 테크닉에       

의해 어떻게 물리적인 몸이 문화에 의해 변형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서의 몸의 이상화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몸을 복식의 미적 체험의 중심적 요소     

로 명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복식의 미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이고 인구통계학적 연구에 집중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적 체험과 미적     

향수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복식을 착용한 몸(dressed body)을 폭넓     

은 문화적 맥락 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복식만큼 몸을 즉각적으로 재현하는 문화현상은 드     

물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유행하는 스키니 진을 통     

한 몸의 이상화에 관한 연구는 문화연구 전반에 있어     

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아직 몸을 패셔너블하게 조작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본 연구는 소비     

문화와 시각문화 안에서 복식이 몸에 개입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몸과 패션의 물질문화를 분석하     

여 복식을 통한 끊임없는 몸의 변형의 의미에 대한 학     

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는 우선 복식에 맥락을 제공하는 몸에 대해 고찰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복식과 몸을 보는 시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파악하고, 이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코르셋을 중심으로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한다. 둘째, 외면화된     

코르셋으로서의 스키니 진을 통한 패션에 표현된 몸의     

이상화 양상이 현대 복식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     

해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복식사를 통한 문헌연구와 함께 패     

션 및 복식사 관련 서적, 패션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     

에서 얻은 여성복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실례들을 내     

용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행한다. 연구의 범위로 설정     

한 시점은 다음과 같다. 코르셋을 중심으로 한 몸의 이     

상화에 관한 연구는 코르셋의 기원 시기로 알려진 16세     

기부터 코르셋의 내면화가 진행된 현대 복식까지의 여     

성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키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고찰을 위해서는 스키니 진이 본격적으로 출현     

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여성복 패     

션을 분석하였다.

II.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본 장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복식을 통한 이상적 인체미의 구현과 현대     

사회에서의 몸에 대한 환상을 중심으로 한 복식과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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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파악한 후, 패션에서의 몸       

의 이상화의 양상을 코르셋을 통한 몸의 구속과 코르       

셋의 내면화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복식과 몸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

1) 복식을 통한 이상적 인체미 구현

내적 욕구의 대상화를 위한 매체로서의 복식은 우리      

가 나타내길 희망하는 몸이 라 할 수 있으며, 패션은 현         

재의 이상을 나타낸다. 즉, 몸은 복식의 중요한 표현대       

상이며, 시대나 문화,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몸에 대한       

미의식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한다. 몸의 재현을 문화      

적 맥락 안에 가시화하는 매개체로서 복식은 몸의 물       

리적·사회적 기능의 재현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몸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유사성을 추구해왔다. 

복식이 착용자의 내면의 가치관에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한 시대의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        

는 측면에서 보면, 복식에 나타나는 인체미는 몸에 대       

한 사회의 고정관념 및 관념화 된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몸 부위의 형태는 인체의 이상미를 추구하        

기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형되어 왔으며, 몸에 착       

용 되어 미의식을 발휘하는 복식 역시 인체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 복식과 인체 부위는 상호간에 영향       

을 주고 받아왔다. 각 시대의 몸에 대한 미의식은 그 시         

대에 특히 강조하는 인체 구조와 이상적인 체형 및 인        

체 비례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복식의 형태와 착        

장 방식이 선택된다. 따라서 그 시대의 몸에 대한 이상        

형과 복식 조형과의 연관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시대의      

유행하는 이상은 복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      

은 개인의 전체적 외양과 신체적 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복식은 몸의 경계를 다루면서 실재의 몸에 이상적인      

몸을 부과한다. 복식은 의지의 형태화(will-to-form)(Reed,    

1985/1994)를 통해 몸을 표현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복식을 통해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몸을 거부       

하고 이를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자 했다. 인간의 미적       

표현욕구는 복식을 통한 인체미를 극대화하고자 했으     

며 복식은 시대적으로 다르게 제시되는 이상적인 몸의      

모습을 구현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복식으      

로 표현되는 몸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따       

라 몸 자체의 구조적이고 물리적 성질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풍만한 아워글래스, 고      

전적인 기둥모양의 원통형, 배나 엉덩이가 확장된 형,      

부풀려진 머리 등 유행에 따라 조작되는 몸(fashi-oned      

body)은 형태에 있어서 놀랄만한 다양성을 아우른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새로운 형태가     

규범이 되면, 개개인은 유행하는 복식을 착용하여 당시     

의 ‘자연스러운’ 미학을 체현한다(Vincent, 2010). 인간     

에게는 몸을 이상화하려는 경향 또는 인간의 몸을 이     

상형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화     

과정은 복식의 전개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인간     

에게 내재하는 에로틱한 동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갈망하는 대상을 좀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하여 인간     

의 몸을 이상화하려는 경향은 복식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복식은 여성의 몸을 지지체로 삼아 구성되는데, 이는     

르네상스 이래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끌어들임으로     

써 가능했다. 다시 말해, 코르셋, 크리놀린, 버슬 등 시     

대에 따라 달리 불렸지만 시각적 눈속임을 위해 안쪽에     

서부터 지지하는 속옷을 이용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자연스러움과 인공적임에 대한 이상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변화한다. 이상적인 몸의 변화는 전시 마네킹     

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그 전 시기보다     

슬림해진 몸의 이상이 나타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는 가슴과 엉덩이가 다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960년대에는 양성적이고 마른 형상을 띄고, 1970년대     

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마네킹이 다양한 인종의 특징     

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마르고 젊은 몸을 표현한다는 것     

인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Svendsen, 2006)     

(Fig. 1). 이와 같이 역사적·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몸     

은 가변적인 실체이다. 더욱이 현대 과학과 의술은 몸     

의 가소성(plasticity)을 심화시켜, 인간이 스스로 자신     

Fig. 1. Ideal beauty of the body through the ages. 

Mannequins from around 1928, 1936, 1948 

and 1956. 

From Thesander. (199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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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을 변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학의 발달은 기형        

을 정형하는 것을 넘어서 불만족스러운 외모를 미학적      

으로 더 나은 외모로 성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모델의 인체 비례는 다소 변화하지만 날씬함 또는 마       

름(thinness)에 대한 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이미 1930년대에 강조되었는데, 이때에는 바이어     

스 재단의 드레스의 유행으로 원하는 실루엣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 운동, 다이어트, 심지어 살 빼는 약까지       

필요로 하게 하였다(Arnold, 2001). 20세기 후반에 이      

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어 패션의 지배에 맞추어 자신을      

재구성하기 위한 성형수술조차도 미화되었다. 성형수    

술은 평범한 자연스러운 몸의 한계를 거부하고 문자      

그대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궁극적인 자유로     

광고되었으나 실제로 이는 패션과 미디어에서 강요하     

는 이상적인 몸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2) 현대 사회의 몸에 대한 환상

현실화 될 수 없는 “환상 속의 몸(fantasy body)”(Evans       

& Lee, 2002)은 단련되고 말랐을 뿐 아니라 탁월하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몸의 환상은 이      

상적 여성미와 오트 쿠튀르에 적합한 신체 사이즈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기대와 요구와 연관하여 형성      

된 것이다. 패션이 20세기에 들어서부터 날씬함이라는     

이상을 계속 강화해왔기 때문에, 라지(large) 사이즈의     

몸이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적인 신체 사이즈에 가까움      

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바       

라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The Body Shop의 1997년      

광고 캠페인은 “단 8명이 수퍼 모델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백만 명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There are 3 million women who don't look like super-         

models and only 8 who do).”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의 일        

상에서 수용되는 외모와 시각적 이미지로부터 기대되     

는 외모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현재 대중문화담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려면 ‘자연    

스러운’ 여성의 몸은 가려지고 조작되어야 한다는 관      

념을 부추기고 있다. 문화적 이상에 근접하도록 몸을      

변형하도록 하는 문화적 압력이 존재하며 이는 몸이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Baudrillard(1995)는 “당신은 당신의    

몸에 책임을 져야 하며, 즐거움의 순서가 아닌 모델에       

의해 반영되고 계획된 기호와 고급스러움의 기준에 따      

라 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역설하      

였다. 몸은 문화적 물신숭배라는 동질적인 비전을 발      

산하는 자아도취적 외피에 감싸여, 몸의 각 부분은 지     

배적인 이상에의 접근 정도와 시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잠재력에 따라 평가되는 교환가치의 기호가 된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은 완벽한 패션의 환상세     

계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여성이 교육, 정치, 업무현     

장에서 더 큰 권력을 획득하면서, 여성은 전(前) 세기     

에 여성성의 특성을 규정했던 모성적인 실루엣을 거부     

하고 단련된 외양을 달성하기 위해 몸과 싸우는 방법     

을 터득했다. 미에 대한 패션의 이상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다(Arnold, 2001). Coward(1984)가 “패션    

이 유일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개성의 표현이다(One     

thing that fashion is quite categorically not is an expression     

of individuality).”라고 지적했듯이, 패션은 지배적인 미     

적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신의 창조물이라는 신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의 도덕     

적 요구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물리적 존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패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고 외양     

을 변화시키는 극단적 방법들은 반세기 넘게 수용되고     

있다(Arnold, 2001). Briscoe는 “몸은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형업계에 의해 선택된 캔버스나 찰흙     

같은 변화 가능한 대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몸의 물     

리적 한계를 ‘용해하는(melting)’ 것에 대해 “몸에 대한     

집착은 전염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Arnold,    

2001). 나아가 모델의 몸은 컴퓨터 그래픽의 조작으로     

성형수술의 한계까지도 넘어섰다. 잡지 표지 사진에서     

의례적으로 포토샵(Photoshop)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모델의 피부를 곱게 하고, 가슴을 크게 하고, 다리를     

길게 늘이는 등의 수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불가능한 현실을 모방하여 패셔너블     

한 의복의 스펙타클을 위해 하이퍼리얼한 형태를 만들     

어낸다. 따라서 포스트모던한 몸은 혼성모방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몸은 패션, 영화, 대중문화의 이미     

지를 참조하여 만든 합성물로, 불가피하게 쇠락하는     

평범한 룸펜(lumpen)적 현실의 몸으로부터 점점 더 멀     

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     

의 가능성을 탐구한 사진작가 닉 나이트(Nick Knight)     

는 1997년『Visionaire』에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함께 20세기 후반의 미에 대한 초현실적     

인 비전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패션 이미지를 환상의 영역으로 밀어붙였다(Fig. 2). 그     

불가능함으로 인해 가치를 가지는 패셔너블한 몸의 환     

상을 합성하기 위해 모델인 데본 아오키(Devon Aoki)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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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의 몸을 사라지게 하고 테크놀로지로 몸의 경       

계를 대체하였다. 

2. 코르셋을 중심으로 고찰한 몸의 이상화 양상

이상에서 고찰한 패션에서의 몸의 이상화의 가장 전      

통적이고도 대표적인 도구로 코르셋을 들 수 있다. 코       

르셋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여성의 몸이라는 개념      

을 강조한다. 본 절에서는 3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스       

키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현상의 역사적 배경으       

로서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의 양상을 코르셋을      

통한 몸의 구속과 코르셋의 내면화로 나누어 고찰하고      

자 한다.

1) 코르셋을 통한 몸의 구속

Rudofsky(1974)는『The Unfashionable Human Body』에   

서 “인간은 자신의 몸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지하고자 복식은 몸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재포     

장한다.”라고 논의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몸은 복     

식을 통해 제재(制裁)되거나 변형되어 완전하게 만들     

어야 하는 불완전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몸의 실제 구성과 무관하게 몸의 비례의 재배       

열을 통해 몸을 이상화하는 복식의 대표적인 예로 코르       

셋을 꼽을 수 있다. 여성의 내부로 향하는 허리의 곡선        

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을    

통해 가슴을 더욱 위로 향하게 하여 코르셋은 상체와       

하체를 분리된 성적 부위로 구별하고 규정짓는다. 복식      

은 그 시대의 선망의 대상인 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복식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형태는     

이상으로 간주된다. 몸을 과장하는 것이 복식 착용 동     

기 중 하나라고 보았을 때, 여성복에서의 가장 극단적     

인 예는 코르셋이라 할 수 있다. 

복식에서 허리의 강조가 시작된 것은 14세기 서구     

유럽에서 몸의 형태를 따르는 복식이 출현하면서부터     

이다. 이후 허리는 변함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속박을     

받았는데, 서구에서 가는 허리는 다른 어느 부위가 강     

조되든 미의 기준이 되어왔다. 허리에 대한 끝없는 매     

료는 허리가 처녀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Glynn, 1982). 몸의 모든 다른 비례는 원래의 형태를     

다시 찾는데, 처녀시절의 날씬함을 잃는 것은 몸의 중     

심부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초기의 코르셋은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16세기 전     

반에 기원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적 지지물은 버     

스크(busk)라고 불리는 앞 중심에 위치한 버팀살대였     

다. 나무, 금속, 고래뼈 또는 뿔로 만들어진 버스크는     

코르셋의 앞부분에 단단한 윤곽선을 만들어낸다. 복부     

위로 뻗어 나가는 코르셋 앞 중심선의 복잡한 윤곽선     

은 금속을 구부리거나 고래뼈나 뿔을 가열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듦으로써 가능하였다(Koda, 2001). 처음부터    

코르셋은 단순히 허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부를 포함한 토르소 전체의 이상화된 기하학적 변형     

을 위한 것이었다.

16세기부터 착용된 코르셋은 후에 내장의 파열과 손     

상, 갈비뼈의 변형 등 많은 고통을 준데 대해 비난을     

받았지만 꾸준히 여체의 곡선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었     

다. 코르셋은 여성의 신체 활동 또한 방해하였는데, 이     

는 유한 계급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지위의 상     

징으로 간주되었다(Cosgrave, 2000). 특히, 185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허리는 종속적인 여성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였다(Summers, 2001).

19세기에 코르셋 디자인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구조와     

형태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코르셋은 수 세기 동안     

착용되어 왔으나 19세기에 금속 아일렛(eyelet)이 발명     

되면서 여성의 갈비뼈 밑부분에서 복부에 이르는 부위     

를 코르셋에 부착된 줄로 단단하게 죌 수 있게 되었다     

(Fig. 3). 허리를 죄는 동시에 엉덩이와 가슴에 패딩을     

더하게 되었고, ‘그리스식 굴곡(the Grecian Bend)’이라     

불리는 ‘S’자 곡선으로 몸을 내밀어 돌출을 강조하였     

다. 그 결과 코르셋을 벗어도 유지되는 유혹적인 가는     

허리가 만들어졌다(Harvey, 2007). 이러한 S자형 곡선     

은 활동을 둔하게 하였고, S곡선을 만들기 위한 노골     

Fig. 2. Image by Nick Knight.

From Ga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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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몸의 조작은 ‘반(反) 코르셋 운동’의 표적이 되었       

다. 20세기 초반의 시기는 20세기에서 유일하게 여성      

들이 한결같이 코르셋을 착용한 시기로, 여성의 전신      

은 장식적인 대상으로 취급되어 성적으로 양식화되고     

변형되고 생리학적인 기능에서 멀어졌다. 

19세기말의 여성의 이미지는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산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특권층이라 할지라도 경제     

적으로 의존적이었으며 삶에서 제한된 선택권을 가질     

뿐이었다(Buckley & Fawcett, 2002). 19세기 코르셋에     

서 산출된 의미는 노골적인 에로티시즘보다는 부르주     

아 여성에 대해 수동성을 강요했던 남성 권력 구조에       

대한 순응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코르셋의 의미와 목      

적은 19세기의 의복개혁가, 의사, 교육가들과 20세기     

의 학자들에게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코르셋      

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복식 아이템으로, 여성의 신       

체적·정신적 고통의 주체로 비난 받아왔다. 코르셋은     

여성이 착용했으나, 코르셋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끈     

것은 남성 의사들이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코르셋 착      

용에 찬성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20세기에 페미니     

스트들은 내과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코르셋을 해     

로운 것이라 공격했다. 

내과의사이자 해부학자인 소머링(Samuel Thomas von    

Sömmerring)의 1793년에 출간된 코르셋의 영향에 대     

한 저술에는 갈비뼈와 다른 장기를 압박하여 결핵, 암,       

척추만곡 등을 일으키는 코르셋의 위험성이 설명되어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연스러운 여성의 몸과 꽉 죄        

는 코르셋에 의한 인공적인 아워글래스 형의 몸을 대       

조하였다(Fig. 4). 당시 유럽의 의복개혁가들은 느슨한     

판탈롱 또는 블루머(bloomer) 등 자연스러운 신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복식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들 개혁가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주장은 대중매체에서 재밋거리로    

다루어졌다. 대부분의 중상층 여성들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는 허리를 만드는데 열중하였다.     

꽉 죄는 거들을 밤새도록 착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질     

병은 코르셋의 위험을 경고한 첫 번째 의사를 기념하     

여 소머링 신드롬(Sömmerring's syndrome)이라 불리기    

도 한다(Fee et al., 2002). 

코르셋 제조업자들은 과거 패션에 저항하는 경향에 대     

응하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은 악(惡)(corsetless     

evil)’에 대항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젊음을     

기준으로 삼는 미의 규범을 강조하고 여성의 몸이 생득적     

으로 결함이 있다는 담론을 펼쳤다.『Corsets & Lingerie』    

잡지의 1921년 기사 “Fighting the Corsetless Evil”에서     

는 코르셋 폐기를 제지하려는 코르셋 업계의 전략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여성의 몸에     

각인된 코르셋의 의미는 도덕적 배덕과 의심스러운 사     

회지위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산업화와 함께 변화하여     

노화되고, 불완전하고, 열등하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인 몸에 대한 공포로 변화하였다(Fields, 1999).

이후 코르셋이 다소 포기되었던 20세기 초반의 상대     

적으로 짧은 시기가 지나고,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뉴 룩(New Look)으로 몸 형태의 변형이 다시 등장한     

다. 디올(Christian Dior)은 “파운데이션 없이는 패션도     

없다.”(Husain, 1998)라며 복식사의 스타일의 변형에    

있어서의 코르셋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47년 뉴 룩     

의 극도의 페미닌한 실루엣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은     

뻣뻣한 벨트 형태의 간소화된 레이스 코르셋인 와스피     

(waspie)를 착용하였다. 뉴 룩의 영향으로 제2차 대전     

이 끝난 후 코르셋은 급속도로 서구 패션의 중심이 되     

Fig. 3. The Thylda Corset, 1907.

   From Grange books editors. (2005). p. 93.

Fig. 4. The effects of the corset. 

From Fee et al. (2002). p.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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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후 쿠튀르에서 자수 등으로 장식된 코르셋은      

종종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고 셔츠와 슈미      

즈 위에 입혀지기도 하였다. 

코르셋의 전통적인 상징은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      

2001년 4월 영국『Vogue』지는 “패션의 성감대가 허리     

로 전이되었다…”고 제시하였으며 “남성들은 한 뼘 정      

도의 가는 허리의 여성에 더욱 이끌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룩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정용      

코르셋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12월『In Style』지     

에서는 “새로운 체형 교정용 속옷은 편안하고, 솔기가      

없고 가벼우며 순식간에 몇 인치는 사라지게 한다… 예       

전의 코르셋과 같이 이러한 아이템은 스칼렛 오하라      

(Scarlett O'Hara)의 허리선을 만들어준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코르셋은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신체 변형(body modification)의 수단이다. 코      

르셋은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복식과 대조되는 딱딱하고 신체적으로 억압     

적인 복식의 완벽한 예라 할 수 있다. 코르셋을 통해        

몸은 생물학적인 존재이지만 사회적으로 계획되어왔    

음을 알 수 있다. 코르셋은 여성성의 개념을 창조하며       

코르셋에 의한 실루엣은 유행을 거듭하고 있다. 

2. 코르셋의 내면화

변화하는 패션의 이상에 부합하기 위한 몸에 대한      

강요로서의 코르셋은 이제 복식사의 유물로 남아있다.     

그러나 복식을 통한 몸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변형과      

몸을 도구로 사용한 새로운 실루엣의 발명은 아직 패       

션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몸의 코드화(codification)     

(Vinken, 2005)는 피부 밑으로 이동하였다. 몸은 운동      

을 통해 과거에 코르셋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보다 훨       

씬 왕성하게 변화하며, 바디 빌딩, 피어싱과 타투를 통       

한 기호의 주입, 절개, 강요, 각인에 의해 변형된다.

대개 문화는 의복이나 장식 스타일로 신체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운동과 스포츠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패션에서 변화가 생겼다. 여성 패      

션을 지배하던 도덕적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은     

복식에서의 활동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패션      

업계 종사자들은 여성의 몸의 형태를 지배하고 패션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패션 및 미용       

업계는 패셔너블한 몸을 만들기 위한 현대적 기술을      

제공하면서 최신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의 노력      

을 강요하고 있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미에 대한 기준       

은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날씬함을 더 강조하고 있으     

며, 몸매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한 메시지     

역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여성 패션 모델은 점점 더 마른 체형을 소유하게 되     

었다.

특히 다이어트 체조의 선구자격인 제인 폰다(Jane     

Fonda)와 같은 인물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은 유럽인들     

보다 눈에 띠게 몸의 근육에 열광했다(Fig. 5). 미국에     

서는 남성 하위문화에서 주변적인 열광의 대상이었     

던 웨이트 리프팅(weight-lifting)이 점점 대중화되었    

다. 1999년의 한 광고에서는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의     

토르소와 미드리프(midriff)를 착용한 완벽하게 근육    

으로 발달된 여성의 사진을 비교하기도 하였다(Steele,     

2001). 1990년대에 대중언론은 점차 성형수술과 ‘body-     

sculpting’에 관한 기사와 광고를 싣기 시작했고, 여전     

히 독자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고 설득 당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의 생산 기술 또한 몸과 복식 사이의 관     

계를 변화시키며 몸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의 역     

동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사용되었던 라이크라(lycra)는 근육질의   

날씬한 몸으로 가꾸는 현상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이     

몸을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신소재가 개발되     

어 새로운 몸의 미학을 구성하고 있다.

확실히 여성은 코르셋의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해     

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의 비만에 대한 혐오나 심     

리적인 성형, 패션 시스템의 경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는 지금도 강박관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코르셋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형태와 구조가 변화한     

Fig. 5. Jane Fonda, 1980s. 

From Thesander. (199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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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코르셋은 항상 내재하는 사회적 구조로서의     

패션으로, 패션은 보이지 않는 코르셋(invisible corset)     

(Fukai, 2005)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세기에 이르러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은 근      

육질의 코르셋(muscular corset)으로 전이되었다. 코르    

셋은 사라지지 않고 다이어트, 운동, 성형수술 등 몸의       

조각화(body sculpting)로 내면화된 것이다(Steele, 2001).    

그러나, 최근에는 코르셋이 스키니 진의 형태로 다시      

패션에 등장하여 언더웨어에서 아우터웨어로 변형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스키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앞서 고찰한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에 나타난 몸       

의 이상화를 코르셋의 외면화로 규정하고 복식과 몸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키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를 논의하도록 한다.

1. 스키니 진의 유행

2000년대 초반부터 스키니 진은 오랫동안 유행하던     

부트 컷(boot-cut) 진을 대신하여 전세계의 여성들에     

의해 널리 착용되고 있다. 스키니 진은 1950년대에 처       

음 등장하여 대중스타와 하위문화집단에서 선호되며    

198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유행되어 왔다. 1990년대 초     

반에는 포이즌(Poison), 키스(Kiss), 본 조비(Bon Jovi) 등      

의 헤비메탈 밴드부터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과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와 같은 대중가수들    

이 슬림 핏 팬츠를 착용하면서 등장하였으나 1990년      

대의 힙합 스타일 배기 팬츠의 대유행으로 사라졌다      

가 2000년대 초반 배기 스타일이 사라지면서 스키니 팬       

츠가 본격적으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Smith, 2009;     

Victoria, 2006). 스키니 진의 유행은 원래 매우 마른 체        

형의 모델이나 연예인들을 위해 제작되었던 수퍼 타이      

트(super-tight) 스키니 진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진은 대중화되면서 편안하고 자유롭다    

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에는 유      

행에 맞추려면 진을 몸에 꼭 끼게 입어야 했기 때문에        

약간 젖은 상태로 입어서 입은 채로 말리기도 했고 지        

퍼가 올라가지 않아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나 누운 상       

태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스키니 진 또는 슬림 핏(slim-fit) 진은 전체적으로 다       

리에 딱 붙고 밑 트임이 좁은 바지로, 드레인파이프     

(drainpipe), 스토브파이프(stovepipe), 시가렛(cigarette) 팬   

츠, 펜슬(pencil) 팬츠, 스키니(skinnies) 등으로도 불린     

다. 스키니 진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특징으로,     

어떤 경우에는 바지의 통이 너무 좁아 착용하기 위해     

밑단부분에 지퍼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재로     

는 보통 2%에서 4%에 이르는 스판덱스(Spandex)가 혼     

용된 신축성이 있는 데님이 사용되는데, 이는 더욱 몸     

에 달라붙는 수퍼 슬림 핏(super-slim fit)을 가능케 한     

다(Fig. 6). 

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는 1980년대의 스키니     

진을 다시 소개한 아이콘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니콜 키     

드먼(Nicole Kidman), 키이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 등     

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수퍼 슬림 핏의 스키니 진을 착     

용한 장면이 미디어에 포착되면서 스키니 진은 유행하     

는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Fig. 7). 

한편, 코르셋의 착용이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일으     

키고 건강상 해악을 끼친 것과 같이, 스키니 진의 착용     

도 신체에 해로움을 초래하고 심지어 질병을 일으키기     

도 한다. 스키니 진은 허벅지의 신경을 자극하여 허벅     

지가 따끔거리는 증후군(tingling thigh syndrome)을 일     

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꽉 죄는 청바지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는 증상을 호소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스키니     

진은 패셔너블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리의 신경을 손     

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키니 진은 빅백과 굽 높이     

가 15cm 이상인 소위 킬힐과 함께 착용되어 신체에 더     

큰 무리를 준다(Fig. 8) −(Fig. 9). 꽉 죄는 일명 수퍼 스     

키니 진을 착용하고 외출했다가 허벅지 부근이 이상하     

게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걸을수록 그 증상은 심     

해져 다리 전체의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까지 했     

다고 호소하는 여성들도 보고되고 있다. 꽉 끼는 청바     

지는 넙다리 감각이상증(meralgia paresthetica)이라 불    

리는 일시적인 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증상은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는 측면     

부의 넙다리 피부신경(femoral cutaneous)을 차단하여    

마비를 일으키거나 허벅지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    

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구속감의 원인이 되는 의복압으     

로 인해 근육피로와 혈류순환 장해까지 동반될 수 있     

다. 종종 스키니 진과 함께 착용되는 스틸레토 힐에 의     

해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미국신경학학회의     

Dr. John England는 “신경은 압박에 매우 민감하다.”고     

언급하면서, 신경은 매우 민감한 감각기관으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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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도 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hl, 2009). 

2. 스키니 진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코르셋의 외       

면화

최근 전세계적인 스키니 진의 유행은 스키니 진의      

착용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인 동의와 꾸준한 구매, 그       

리고 패션 업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       

상적인 신체 사이즈와 미의 개념에 대한 동조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코르셋과 같은 파운데이션 의복아이템은 그 위의 의      

복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몸의 자연적인 곡선        

을 따르거나 과장하거나 수정한다. 그러나 스키니 진      

의 경우는 독특하게 몸을 제어하는 장치가 겉옷으로서      

외부로 드러난 경우이다. 

20세기에 코르셋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페      

미니스트들의 개혁운동의 결과 보다는 운동을 통한 코      

르셋의 내면화의 결과이다. 코르셋이나 거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받아들여졌고 몸 자체가      

단단하고 탄력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 것이다. 이렇게       

내면화된 코르셋은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팝 스타 마돈나(Madonna)를 통해 다      

시 외면화되어 등장하였는데 이는 섹슈얼리티의 적나     

라한 표현으로서 과거와는 반대로 외부로 드러나게 착      

용된 것이다. 

이러한 코르셋의 외면화는 스키니 진의 출현에도 적     

용될 수 있다. 전적으로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 가늘     

고 긴 다리의 외모를 달성하여 이를 미니스커트나 레     

깅스를 착용하여 과시하는 현상에 비교하면, 스키니     

진은 하체에 달라붙는 맞음새를 통해 다리의 형태를     

과시할 뿐 아니라 마치 코르셋처럼 물리적으로 다리를     

조이고 구속하여 몸의 형태를 이상화하는 것이다. 발     

이 아파도 꾹 참고 하이힐을 신는 것처럼 몸에 꽉 끼는     

스키니 진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며 의복에 몸을     

맞추는 것이다.

요컨대, 코르셋이 폐기된 이후에도 다양한 보정 속     

옷의 형태로 몸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복식의 역할이 스키니 진에서     

외면화된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다이어트 약품과 프     

로그램의 남용, 몸을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 기꺼이 지     

방흡입술을 받는 경향, 체형 보정용 속옷의 높은 판매     

율 등은 모두 코르셋에 대한 여성의 분투가 아직 끝나     

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에 대한 숙     

고는 20세기 초반의 코르셋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키니 진을 착용한 몸은 이러한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식으로 간     

주된다.

스키니 진으로 표현되는 몸은 사고체계의 변화와 시     

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따라, 신체의 구조적     

이고 물리적 성질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을 통해서 재     

구성되는 것으로, 복식을 통해 실재의 몸을 이상적인     

Fig. 6. Skinny jeans.

From Splash magazine staff writer. (2006b)   

http://www. lasplash.com

Fig. 7. Kate Moss in 

skinny jeans. 

From Splash magazines. 

staff writer. (2006a). 

http://www.lasplash.

com

Fig. 8. Wearing skinny jeans 

with kill heels.

From Skinny jeans. (2010a). http://  

www.couturecandy. com

Fig. 9. Wearing skinny jeans 

with a big bag

From Skinny jeans. (2010b). http://  

www.thisnex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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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압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특정 스키        

니 진의 경우는 엉덩이 부위에 패드를 삽입하여 제작       

되는 데, 이는 코르셋과 크리놀린 등 복식사를 통해 신        

체를 조이고 부풀려서 이상적인 신체미에 부합하려는     

장치와 같은 맥락이다. 패션은 후기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 육체를 식민지화하      

고 점유한다는 Faurschou(1987)의 주장대로, 스키니 진     

패션은 몸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육체       

를 만드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후 본 절에서는 이상의 외면화된 코르셋으로서의     

스키니 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키니 진에 나타       

난 몸의 이상화 양상을 권력에의 접근, 에로티시즘의      

유발, 그리고 하체에 대한 만족도 고양의 세부적 측면       

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권력에의 접근

여성의 몸은 개인 권력의 운반체로 기능한다는 견지      

에서, 여성은 지배적인 미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수용       

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날씬함이      

라는 현재의 이상을 성취함으로써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Tyner & Ogle, 2009). 스키니 진을 입을       

수 있는 몸으로 훈련하고 스키니 진의 착용을 통해 가        

늘고 마른 체형을 달성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시사한다. Kunzle(1980)이 코     

르셋에 관해 서술한 바에 비추어 보면, 스키니 진은 착        

용자에게 의해 지배, 독립, 구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키니 진의 착용은 이상적 여성미를 규정        

하는 문화적 의미를 조절하는 권력의 척도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스키니 진의 착용을 위한 몸의 통제와 훈        

련을 통해 여성은 신체적 권력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은 순종적이고 신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문화적    

담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Tyner & Ogle, 2009).       

스키니 진을 통해 과시되는 성적 매력은 사회 권력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행하는 스키니      

진을 착용한 여성의 몸은 신체적이면서 상징적인 자본      

으로 구실한다.

최근의 여성성의 핵심을 보면 여성임을 포기하지 않      

으면서 지배자인 여성 혹은 강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스키니 진       

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폐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       

적 이상미를 달성한 여성들이 미를 권력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학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       

이 신체적 결핍에 대해 근심하게 만들고 몸에 대한 통     

제를 더욱 강화한다.

2) 에로티시즘 유발

스키니 진은 앞서 고찰한 절제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한편으로는 성적 쾌락과 페티시즘과 연     

결된다. Steele(1997)은 페티시즘에 대한 분석에서 19세     

기와 20세기 초에 대중적으로 숭배되었던 새틴이나 모     

피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는 가죽, PVC, 고무와 같은     

최근에 등장한 딱딱한 소재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스키니 진의 데님소재 역시 단단하게 몸을 죄면서 에     

로티시즘을 유발하여 성적이고 관능적인 몸과 소재와     

의 관계를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스키니 진과 같은     

딱 달라붙는 의복은 몸을 고립시키고 침범이 불가능하     

도록 감싸는 동시에 헐렁한 의복보다 몸의 해부를 더     

많이 드러낸다. 몸에 붙는 의복은 우리의 피부 층을 증     

가시키는 반어적인 수단으로, 그 아래의 ‘진짜’ 피부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스키니 진은 몸을 드러내는 동     

시에 감춤으로써 성적 매력을 강화한다. 몸의 은폐와     

노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키니 진은 몸의 특정 부위     

를 성적 매혹의 대상으로 강조하여 몸에 성적인 매력     

을 부여하고 에로티시즘을 유발한다. 이는 순종적인     

유혹보다는 과시적인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여성성    

의 전형을 전복시키고 관능성을 강조하는 패션에서의     

포스트페미니즘의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3) 하체에 대한 만족도 고양

몸 이미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심적 이미지로, 우리     

가 복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복식을 착용한 외모가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     

해 Grosz(1994/2000)는 “몸 이미지는 주체가 자기 자신     

의 몸에 나르시시즘적인 투자를 하는 정도를 작성한 지     

도 또는 재현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몸에 대한 친밀     

성으로 인해 패션은 여성성을 재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패션은 대다수의 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언어이며, 패션의 코드를 통해 공     

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자아의     

면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된다(Buckley &     

Fawcett, 2002). 

스키니 진은 몸을 공적인 스펙타클로 변화시킨다. 코     

르셋과 같이 스키니 진에서는 몸과 의복 사이, 즉 자연     

적인 몸과 타인이 인지하는 문화화된 몸 사이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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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그 주된 역할이므로 단순히 몸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스키니 진의 유행은 의복을 통한 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와 몸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도를 일컫는 바디 카텍       

시스(body cathexis)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Chattaraman & Rudd, 2006; LaBat & Delong,      

1990), 이는 의복의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LaBat and        

Delong(1990)의 연구에 따르면 맞음새에 대한 만족과     

바디 카텍시스는 상체, 하체, 그리고 몸 전체에서 긍정       

적 상호연관을 보이는데 특히 하체에서 가장 강한 상       

호연관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하체에 만족할      

수록 의복의 맞음새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키      

니 진은 동서양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이상      

의 연구는 동서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참고할만한 의      

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몸의 긍정적 특징을      

강조하고 부정적 특징을 감춤으로써 의복을 서구의 미      

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시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의복의 미적 속성은 개개인이 문화적 이상미와 자       

신의 인지된 외모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       

응전략으로 구실하여 더 나은 자아 이미지와 더 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개념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      

면 <Table 1>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우리가 고정된 실체라고 간주하였던 몸은 이제 확실      

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존재로 간주된다. 시간을 초월      

하는 자연스러운 몸에 대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몸의 협상가능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     

면서 몸을 고정된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몸은 그 자체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언명한다. 인간의 미적 표현욕구는 복식을 통해     

신체미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복식은 시대적으로 다     

르게 제시되는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을 구현하는 도구     

적인 역할을 하였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몸을 이상화     

하려는 경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를 가장 완벽한     

이상형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상화     

과정은 복식의 전개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복식     

을 통해 몸을 이상화하려는 경향은 복식사를 통하여     

집요하게 나타났다. 복식의 역사는 인체 비례를 재구     

성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복식의 메커니즘은 몸의 실     

루엣과 구조를 인공적으로 변형하면서 비례와 형태를     

지배하며 몸의 부위를 변형시켜왔다. 

몸의 이상화는 몸을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     

에 따라 신체 구조의 물리적 성질에 역행하여 복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몸을 이상화하기 위해 복식     

형태를 변형하여 인체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몸이 현실     

적으로 동화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틀에 몸을 맞추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식사에서는 몸의 확대와 축소     

를 통해 몸의 사실성을 변질시켜 시대적 이상형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코르셋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코르셋은 신체를 조여서 상상 속     

의 곡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몸의 실루엣과     

비례를 변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간은 복식을 통해 끊임없이 몸의 부분을 드러내고     

감추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몸을 가시화한다. 변화     

하는 패션의 이상에 부합하기 위한 신체 변형의 수단     

이었던 코르셋은 20세기에 이르러 다이어트, 운동, 성     

형수술 등 몸의 조각화로 내면화되었고, 최근 스키니     

진의 등장으로 다시 외면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패션 현상을 살펴보면 코르셋의 내면화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스키니 진의 유행은 단     

단한 외피로서의 복식이 외면화되어 다시 몸을 구속하     

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키니 진은 몸     

Table 1. Transition of the meaning of the co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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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물리적 구속의 재등장으로서, 날씬함이라는     

지배적인 미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수용을 통한 권력       

의 획득, 몸의 특정 부위를 성적 매혹의 대상으로 강조        

하여 몸에 성적인 매력을 부여하는 에로티시즘의 유발,      

문화적 이상미와 자신의 인지된 외모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더 나은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여 하체에      

대한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이 폐기된 이후에도 몸을 확장      

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복식의 역할이 스키니 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코르셋에 대한 여성의 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       

고, 이는 스키니 진을 통해 실재의 몸을 이상적인 몸으        

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리를 조이고 구       

속하여 몸의 형태를 이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스키니 진      

은 현대판 코르셋으로 몸의 구속을 외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고자 하는 또는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       

족시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불편, 위험과 비용에는 한       

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스키니 진에서도 이미지는 복       

식 기능의 한 부분이며, 다양성과 새로움에 대한 욕망       

을 충족시켜 복식의 가치를 형성한다. 

코르셋에 의한 신체적 고통과 같은 건강상의 폐해를      

낳고 있는 스키니 진을 착용한 몸은 개인의 욕구와 욕        

망에 순응하는 변형가능한 존재양식으로 간주되고 있     

다. 스키니 진은 섹슈얼리티의 강조로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면서 복식을 통해 몸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사례로, 스키니 진을 입을 수 있는 가늘고 마른 몸         

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시사하는 것       

이며 날씬함이라는 현재의 이상을 성취함으로써 권력     

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스키니 진은 현대        

판 유리구두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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