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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ideological meaning of female normative beauty repro-
duced by the idealizing phenomena of the hyper-real body as a process of the normalization of the body pro-
jected in fashion magazines with a focus on the body created by the increased influence of mass media in
consumer capitalism.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search and semiotic analysis as the method of investi-
gation and focuses on the body images of the beauty articles in Vogue Korea. The idealizing phenomena of
the hyper-real body in fashion magazines emphasizes that the body is an exchangeable substance that can be
disassembled to adjust to accord with the standards and norms of society, that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manage their body is enhanced by a rise in social class, and concludes that the superficial alteration of the
body image is related to the standard of a moral tendency where a young and slender figure is considered to
be a well managed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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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정신과 이성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던

몸은 오늘날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서 신체주

체의 지위를 주장하며 대중문화 곳곳에서 구 상징적 존

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몸은 점차 사람들의 자아정체감

을 구성하는 중심이 되고 있으며 몸의 외적 영역인 표

면은 바로 자아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아정체감

의 표현을 위한 “성찰적 프로젝트”(Giddens, 1991/1997)

로서 몸은 성형수술, 메이크업, 다이어트 등이 행해지

는 변형의 장이자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과 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몸은 점점 취사 선택적 현상이 되

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생물학적 선천성으로서가 아니라 분열되고 해체

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을 지닌 물체로 인식된다.

파편화된 실체로서의 몸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늘날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변형과 수정의 자기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실재의 몸과 인공의 몸의 경계가 “내파(im-

plosion)”(Baudrillard, 1981/2001)된 하이퍼리얼 바디(hy-

per-real body)의 이상화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몸에 대한 탐

색은 소비사회의 다층적인 욕망의 그물망을 통해 다양

한 몸 이미지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몸에 대한 지

속적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이중 패션잡지는 이

미지주체로서 몸의 상징가치에 대한 기호들을 재생산

하고 이의 체화(體化)를 위한 소비양식으로서의 몸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을 제공하는 대표적 매체로서, 몸이

의도적으로 투자되어야할 자본이자 상징적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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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상품임을 주지하며 물신화된 몸의 새로운 경계의

탐색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늘날 몸에 대한 담론의 생산과 유통은 매스미디어

의 미세권력을 통해 은밀하게 행사된다. 이를 통한 몸

의 관리와 훈육은 대중매체 소비자로 하여금 몸에 대한

“정상화(normalization)”(Foucault, 1975/2003)의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내재화 시키고, 이를 지속적인 몸의 실천

의 양태로 강제한다. 몸은 TV, 광고, 잡지 등의 대중매

체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조정되는 “유순

한 신체(docile body)”(Foucault, 1975/2003)로서 변형과

수정의 혹독한 정상화의 과정은 자아고양(self enhan-

cement)을 위한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기만적 수사학

에 가려져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비화되고

감추어진다. 따라서 여성의 규범적 미를 재생산하고 각

인시키는 대중매체의 몸의 정상화 기준에 대한 사회문

화적 현실의 구축과정의 의미작용을 분석하고 그 함의

된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몸에 대한

권력 작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고 고정된 것으

로 받아들이는 몸의 의미에 관한 실체적 접근과 본질

적 사고를 가능하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는 몸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확

대와 소비의 영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몸의 파편화에 관

심을 가지고, 몸에 대한 정상화의 미세권력으로서 패션

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이 재생

산하는 여성의 규범적 미에 주목하여, 이의 함축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

날의 패션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정상화과

정이 하나의 문화적 구축물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로서, 첫째, 소비사

회의 상징가치의 담지체로서 몸에 관해 고찰하고, 둘

째, 몸에 대한 상징의미의 생산과 이전(移轉)의 매체로

서 패션잡지의 특성과 역할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셋

째, 기호매체로서 패션잡지의 신화적 연계가능성을 기

호의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 패션잡지 텍스트(text)

가 함축하고 있는 특징적 기의를 파악하고 그 이데올

로기적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Barthes(1957/1997)의 기

호학적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

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로서, 국내의 대표적

라이센스 패션잡지인 한국판 보그지의 뷰티기사의 사

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행하였다. 첫째,

내용분석으로서, 뷰티기사에 나타난 몸의 관리유형을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특징적 의미를 추론

하고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이 현대 패션잡지

에 나타난 지배적 현상임을 나타내주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의미구조분석으로서, 앞서의 내용분

석을 토대로 하이퍼리얼 바디의 정상화 기준이 뚜렷이

나타난 대표적 사진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명시적 의

미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날 패션잡지가 훈육

하고 있는 정상화된 몸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추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은 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현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와 표상으로

서 몸의 의미에 관해 논의하고, 이의 환경적 배경으로

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에 주목하여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규범적 미의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고 이전하는 매

체로서 패션잡지의 특징과 영향력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정상

화의 미세권력으로서 패션잡지 텍스트의 신화적 연계가

능성을 이해하고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비사회의 상징가치의 담지체로서 몸

오랫동안 몸은 실존적 존재로서 많은 사회학적 연구

의 토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존

재론적 지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사회학의 관심의 대

상이 되지못했다(Turner, 1991). 사회학은 Descartes의 이

원론을 계승한 정신과 몸의 이분법을 채택하고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정의하게 만드는 정신에 초점을 두면서

그 철학적 전통을 이어왔고 또한 많은 사회학자들은 몸

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아닌 개인과 자연에 속한 것

으로 취급하며 몸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

았다(Entwistle, 2000). 이러한 이유로 몸은 사회에서 존

재하는 동시에 부재(不在)하는 모순적 위치를 차지하며,

완전히 누락되지는 않았지만 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

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녀왔다(Shilling, 1993/2003). 그

러나 서구 모더니즘이 지닌 편견과 오류, 한계가 드러

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몸은 Platon 이래 서

구사회를 지배했던 정신과 몸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많

은 사회학자들이 체현(embodiment)된 주체들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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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몸을 역사적으로 사회학의 관심의 밖에 위

치하게 했던 자연과 문화, 생물과 사회의 분기점은 점

차 허물어졌으며 몸은 진지한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으

로 표면화 되었다.

서구사회에서 몸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회적,

학문적 배경으로 Shilling(1993/2003)은 페미니즘의 부

상, 서구사회에서 노령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들의

요구에 주목하게 된 서구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20세

기 후반에 이루어진 현대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와 연

루된 소비문화의 등장, 그리고 몸에 대한 통제의 가능

성의 증가에 따른 몸의 의미에 대한 위기를 들고 있다.

이중 소비문화는 “모든 물적 기반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관념주의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물증으로의 회귀”(Sim,

1998)라는 순환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지난 세기동안의

정신 이데올로기의 고갈을 대체하는 몸 이데올로기의

부상을 빠른 속도로 보편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몸을 정의하고 규제해온 전통적 가치와 규범은

쇠퇴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삶의 의미는 점차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과됨에 따라 개인의 몸은 자아를 정의하는

문화적 관념을 재구성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Shilling

(1993/2003)은 종교적 권위의 상실과 진리의 붕괴 및 그

로 인한 확실성의 쇠퇴, 거대 정치담론을 향한 신화의

상실과 의미의 개인화 등이 진행되면서 현전하는 주체

로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인 몸이 자

아정체성의 형성과 확신에 공고한 토대를 제공하게 됨

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몸은 몸을 매개로 투영된 사회

적 상징가치의 획득을 위해 투자되어야할 자본으로 실

존하는 주체를 담보하는 몸의 물질성을 인정받으며 새

로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Baudrillard(1970/1991)

는 몸이 하나의 자본으로 배척되거나 부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되고 숭배되는 대상으로 오늘날 다시 신성

화되고 있는 것은 육체임을 지적한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몸은 자아정체감의 매개와 표상

으로서 몸의 외적 영역인 표면은 바로 자아의 상징으

로 여겨지고 있다. 몸은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수행되

고 완성되어야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으

며,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

만이 아니라 생성과정 중에 있는 행위체계이자 실천적

양식으로 경험된다(Giddens, 1991/1997). 몸은 몸 소유

자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갈고 다듬어질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유동하는 현상학적 독립체로서, 몸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은 몸을 개인의 자산으로 또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투사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간

주하며, 건강과 외모를 위한 자기관리양식으로서 몸을

통제하기 위한 성형수술, 화장 가이드, 식이요법, 바디

테크닉을 위한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소비양식으로서

의 몸의 체화에 주목하고 있다. 

몸의 물신화의 담론은 소비사회의 상징가치의 표상

으로 다의적 의미를 내재한 매개체로서 젊음과 날씬함

을 위한 몸 가꾸기, 영양과 의료의 숭배,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에 대한 훈육의 과도한 집착 등의 양상으로

나타내며, 소비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2. 의미이전의 매체로서의 패션잡지

현대 소비사회에서 사물은 상업적 교환가치를 지닌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의미를 내재

한 기호로서 역할을 하며, 문화의 많은 부분은 사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상품문화 개념에서 상품의

소비는 문화적 가치의 전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

을 매개로 자아를 구성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투사한다.

소비재와 소비행위의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와 소비의 관계에

관해 논의한 McCraken(1988/1996)은 기호의 의미의 생

산과 이전, 내재화 과정에 일정한 궤도가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즉 문화적 의미는 사물에 부여되는 의미의 최

초의 위치인 문화적·역사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소

비재로, 다시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통해 소비재에서 개

개의 소비자에게로 이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광고와 유행체계, 소비의식(consumption ritual)은 각각

의 단계로의 의미이전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중 광고는 소비재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표현

을 특정한 광고의 틀 속에서 결합시킴으로써 시청자

또는 독자가 이들 간의 본질적 유사성을 언뜻 볼 수 있

게끔 유도하며 의미이전의 잠재적 방법으로 작용한다.

이 상징적인 등가성이 성공적으로 확립되면 시청자 또

는 독자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일정한 속성들을 소비재에 귀속시킨다. 이러한

의미이전의 과정을 거쳐 소비재는 그 실용성과 상업적

가치를 넘어선 의의를 가지게 되며, 이의 소비행위는

일정의 상징적 속성을 내포하게 된다. 유행체계 또한

광고와 비슷한 의미이전의 과정을 수행하며, 재화에

의미 있는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재화

에서 그 속성들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광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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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체계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소비재로의

의미의 이동이 끊임없이 주입되는 도관으로서, 대중 커

뮤니케이션 매체는 이러한 의미이전의 수단들이 유통

되는 물질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매체의 물

리적 속성은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해석과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Joo, 2006).

패션잡지는 광고와 유행체계를 유통시키는 대표적

매체로서, 여성의 외모와 생활전반의 스타일에 대한 소

비재의 상징적 속성과 관련하여 세계의 제(諸) 측면과

재화를 결합시키고자 노력하며, 소비재의 의미의 생산

과 이전, 그리고 그 의미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패션잡지는 매체를 소비하는 광고주와 독자

의 요구에 적응하는 상업주의 저널리즘인 적응 저널리

즘(adaptive journalism)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매체로서

상업성이 강한 정보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Son &

Lee, 2010). 이러한 매체적 특성상 패션잡지는 문화적

상징가치의 내재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유기적 구축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들이 생성되고 유통됨으로 기사

의 상업적 측면이 강조된다.

패션잡지의 내용은 크게 광고와 화보의 시각정보와

텍스트기사인 문자정보로 구성된다. 패션잡지의 텍스

트기사는 영상의 제한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을 보완하

거나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부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영상이 담당할 수 없는 언어의 특수한 기능

들을 활용하여 사진이 불완전하게 넘겨주거나 혹은 넘

겨주지 않는 정보들을 제시하고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

를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각정보인 광고와 화

보는 패션잡지의 내용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각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의미이전

의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화보는 패션잡지만이 가지

는 고유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잡지

에서 화보가 텍스트기사를 설명하는 제한적이고 보조

적 역할로 사용되는 데 반해, 패션잡지에서 화보는 직

접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서 주체적 목적을 가

지고 지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화보는 사진의 사

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기능의 일차원적 의미에서 벗

어나 감성적, 상징적 이미지를 기사의 의도에 부합시

켜 소비자의 욕구나 희망, 이성적 특징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제작자의 주장이나 의도가 내재된 조작적 이미

지들이다(Jeong, 1995). 화보는 독자에게 시각적 즐거

움과 감각적 충격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제작

자의 주장이나 의도를 무비판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화보의 특징은 광고적 특성

을 나타내며, 직접적 설득효과를 통해 제작자의 주장

이나 강요는 감추어지게 되고, 독자에게 일정한 상징

적 속성이 효과적으로 내재화된다.

3. 패션잡지 텍스트의 기호학적 연계

역사적·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소비재로의 상

징적 의미의 귀속과정에서 텍스트 제작자들은 그들의

다의적인 이미지로부터 독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

떤 것을 무시하도록 기표(記標, signifier)과 기의(記意,

signified)들의 부유하는 연쇄를 고정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소비재에 대

해서도 젊음, 아름다움, 낭만, 고급스러움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욕망을 무한히 자극하기 위해 Baudrillard(1975)

가 기술한 바와 같이 유동하는 기표효과(floating signi-

fier effect)를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호 제작자들

로 부터의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이 은연중에 개입

된다. 따라서 본 절은 패션잡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적 연계가능성에 주목하여, 패션잡지 텍스트가 독자에

게 이전하고자하는 몸에 대한 다양한 상징기호의 의미

를 파악하기 위한 기호학적 연구방법론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유럽 기호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구조언어학자 Sa-

ussure(1915/2008)는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구조적 복합

체에 의해 구성이 되며, 하나의 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의해 만들어진다

고 보았다. Saussure(1915/2008)는 언어학자로서 기표를

음성 이미지에 한정했지만, 일반적으로 기표는 기호의

이미지로 음성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를 모두 포함한 것

으로 기의의 운반체를 말하고 기의는 마음속에서 일어

나는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을 의미한다(Kim, 1994).

기호(sign)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나 내용물을 대

신하여 존재하는 모든 사상 또는 실체들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대체하며 어떤

정신적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Kim,

1994).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는 우리의 일상 깊이 자리

하고 있어 마치 실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상

기호는 지시대상을 표상하지만 현존자체(실체)는 아니

며 기호의 의미는 실체(지시대상)가 아니라 다른 기호

들과의 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기호와 실체

의 관계에서 기호는 실체를 지시하고 그 자리를 대신

하지만 기호가 표상하는 대상은 꼭 실존하는 물질적

실체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기호는 실존하는 물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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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 구성물 모두를 대신하며 존

재하는 것에서 허구적인 것까지 무엇이든 대표할 수

있다. 기호의 이러한 성질에 관해 Eco(1976/1985)는 기

호가 어떤 것을 대신하는 순간에 그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며, 기호학은 원칙상 거

짓을 말하기위해 쓰이는 모든 것(기호)을 연구하는 학

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호의 표상성(represen-

tation)은 우리 의식 속에서 기호와 지시대상을 무의식

적으로 일체화시키고 실체와 기호에 관한 우리의 인식

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진실과 거짓, 실재와 가공의 차

이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사회

에서 채택된 표현수단은 원칙적으로 집단적 습관, 규

칙에 기인한 것이지 기호들에 내재한 가치가 아니다. 즉

기호의 구성요소인 기표와 기의 간의 결합은 자연적이

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관

계에 의해 생성된다. 이와 관련해 Saussure(1915/2008)

는 기호학의 대상이 기호의 자의성에 입각한 각종 체

계의 총체임을 명시한바 있다. 이러한 기호의 자의적

(arbitrary) 성질은 기호의 표상성과 함께 포스트모더니

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으로서, 정보의 조작성,

진리의 허구성, 권력의 임의성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의 주된 명제들을 낳았다(Kim, 1994). 기호의 표상성과

자의성은 기호의 무한한 증식과 변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기호는 좀 더 큰 유기적 차원의 기호체로 확

대되며 신화, 이데올로기, 이야기체(narrative)와 연결된

다.

Barthes(1957/1997)는 일반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작

용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명한 진리라고 믿게 만

드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현상을 신화(mythology)

라고 정의 내리고, 이들 신화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가치관이나

신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Barthes(1957/1997)는 역사

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나 자명한

것으로 가장시키는 가짜 자명성으로서 신화의 이데올

로기적 작용을 밝혀내기 위해 Saussure(1915/2008)의 기

호의 구조적 관계를 사회적 기호로서의 구조와 의미로

발전시켰다.

Barthes(1957/1997)는 <Fig. 1>과 같은 이차적 질서

를 가진 기호체계로서 신화를 설명한다. 일차 언어체제

는 기표(1. signifiant)와 기의(2. signifié)가 결합하여 기

호(3. signe)를 이루는 기본적인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기호는 모호함이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

연의 의미만을 배태하며 기호가 표상하는 현실의 외시

의미(denotation)만을 내포한다. 일차 언어체제에서 만들

어진 기호(3. signe)는 이차 언어체제에서 새로운 기의

를 담기위한 기표(I. SIGNIFIANT)로 변환되고 이때부

터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차 언어체계에서 기표

(I. SIGNIFIANT)은 새로운 기의(II. SIGNIFIÉ)와 의미작

용의 과정을 거쳐 신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체인 기

호(III. SIGNE)가 된다. 이차 언어체계는 개인이나 문화

에 따라 다른 의미부여가 가능한 자의성의 차원을 나타

내는 수준으로 기호는 주관적인 함축의미(connotation)를

내포한다. 이러한 함축의미는 내용으로는 이데올로기

와 연결되고 형태로는 신화와 연결된다.

III.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본 장은 앞서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

구로서, 현대 패션잡지가 훈육하는 몸에 관한 주된 정

상화의 기준으로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추론

해 보고자 기호학적 분석을 행하였다.

1. 패션잡지에 나타난 몸에 대한 내용분석

몸의 파편화와 관련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

상이 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지배적 몸의 정상화 과

정임을 논증해주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

내의 라이센스 패션잡지인 한국판 보그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행하였다.

몸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구

조화되는 대상으로, 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개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실천을 통한 지배적 몸의 현

상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 사회 문화

적 맥락의 이해는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판 보그

지는 가장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닌 국내

Fig. 1. Model of Signification.

From Barthes. (1957/1997).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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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패션전문잡지 중 하나로 해외의 패션, 뷰티, 문

화적 이슈를 국내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

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의 현지화 과정이 수반되는

라이센스 패션잡지라는 매체적 특성상, 동시대의 지배

적 몸의 현상을 반영하면서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 가

능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텍스트가 함의하는 문화적 의

미의 해석에 적절한 유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보그지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크게 광고와

기사(문자기사, 사진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고를

제외한 기사의 주된 내용은 패션(fashion), 뷰티(beauty),

피처(feature)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사들을 구성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중 뷰티기사는 내용구성에 있어 성형(plastic sur-

gery), 스킨케어(skin care), 메이크업/헤어 트렌드(make-

up/hair trend), 헬스/피트니스(health/fitness), 슬리밍/다

이어트(slimming/diet), 웰빙(well-being) 등 건강과 외모

를 위한 자기관리양식의 몸 프로젝트에 관한 직접적이

고 지시적인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화면구성에 있어

주로 화보라는 시각적 특징형식으로 구성되어 독자에

게 의미의 전달이 쉽고 주로 간접광고의 형태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소비자본주의 문화가 대중매체

와 광고를 통해 교묘하게 은폐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적 개입의 가능성을 추측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몸의

특징적 의미를 추론하는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대 패션잡지가 훈육하는 여성의 몸에 관한

규범적 미를 고찰함에 있어, 특별히 뷰티기사의 사진

텍스트에 주목하고 이에 나타난 몸에 관한 지배적 정

상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시기의 선정에 있어, 패션잡지의 매체적 특성상

산업적 구축관계가 긴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몸의 상징

가치에 대한 관심의 급증이 산업적 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하여, 미용 산업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수적 변화를

살펴보아(“A number of plastic surgery”, 2010),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한국판 보그지를 대상으

로 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 뷰티기사들 중 뷰티 트렌드나 제

품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이나 셀러브리티의 뷰티

노하우, 뷰티 업계의 소식 등 단순한 정보전달의 역할

이 강한 기사들을 제외하고, 자아고양을 위한 외모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총 89개의

사진 텍스트들을 몸의 관리 목적에 따른 유형별로 몸

의 형태적 변형을 위한 성형(plastic surgery), 젊고 아름

다운 피부의 관리를 위한 스킨케어(skin care), 날씬한

몸의 관리를 위한 슬리밍/다이어트(slimming/diet), 건

강한 몸의 관리를 위한 헬스/피트니스(health/fitness)의

4개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몸의 관리방법에

따라 각각의 하위범주로 유형화한 후 각 항목별 게재

횟수를 살펴보았다(Table 2).

그 결과, 스킨케어나 슬리밍/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티에이징(anti-ageing)과 날씬함

이 주요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몸의

실천적 측면에서 헬스나 피트니스와 같이 관리자의 지

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몸의 관리유형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성형, 주름시술, 피부박피, 지방분

해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나 시술 등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직접적인 몸의 변형과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몸

의 관리유형에 대한 게재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남으로써, 몸의 파편화와 관련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

상화 현상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몸의 현상은 과거 건강과 질병의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몸의 관리가 오늘날 외모고양을 통한 새로

운 자아정체성의 획득과 신체자본으로써의 몸의 상징

가치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몸의 외양을 직접적으

로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는 가변적 실체로서의 몸의 생

성의 과정으로 옮겨왔음을 의미한다.

<Table 2>에서 몸의 파편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와

관련된 기사의 게재횟수와 주요 타이틀을 살펴보았다

(Table 3). 그 결과, 각 항목별 게재횟수의 빈도에서 스

킨케어와 관련된 몸의 파편화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젊고 아름다운 피부가 절대적 미의 가치로 부각됨

을 알 수 있다. 게재횟수의 특징적 변화를 시기별로 살

펴보면 2006년에서 2007년으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수

Table 1. Composition of the articles of Vogue Korea

Article Contents

Fashion

-Introductions of new fashion trends 

-Suggestions on fashion styling 

-Proposals of fashion concepts

Beauty

-Makeup/Hair trends 

-Information about beauty products 

-Articles related to health, fitness, well being,

skin-care, and diet

-Beauty secret of celebrities 

-Latest news of beauty industry and figures

Feature
-Cultural news about art, music, and movies

-Interviews with cultur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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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몸의 표면에 관한 사회

적 상징가치의 상승과 함께 몸의 물질적 가변성을 긍

정하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06년

10월호에 게재된 “그녀가 했을까 혹은 하지 않았을까?

(Did she or didn't she?)”라는 타이틀의 뷰티기사에서

독자로 하여금 성형에 대한 심리적 수치심과 부끄러움

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타고난 아름다움의 가치를 우위

에 둠으로써 성형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주입하고 있

는 매체의 비판적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의 환경적 요인으로 미용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매체와의 상업적 연계성의 확대,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의 요구와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대중문화의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연예인들이 성형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문화적 의미의 생산과 이전에 큰 영향을 미

친 결과로 추측된다.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가 나타난 기사의 주요 타

이틀을 살펴보면<Table 4>, 패션잡지는 특정한 방향으

로 몸의 각 부분들이 도달해야하는 이상적인 형태나 피

부의 상태 등과 같은 외적 기준을 지시하며 아름다운

외모가 가져야하는 미의 기준을 함축적 특성으로 범주

화 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인 몸에 도달하기 위한 변형

과 개조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

조하고 효과의 극대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에 나타난 의

미구조분석

앞서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적 미의 기준이 몸의 파편화와

관련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몸의 파편화와 관련된 하이

퍼리얼 바디의 이상화가 잘 표현된 대표적 뷰티기사의

사진 텍스트를 각 항목별 게재횟수의 빈도에 따라 선

Table 2. Category of the management of appearance and published numbers

Category
Number of publication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Plastic surgery
Permanent transformation 2 1 1 1 5

Transient transformation 1 2 2 1 2 8

Skin-care

Anti-ageing
Beauty care 7 4 2 7 3 23

Surgical procedures 1 7 6 5 4 23

Hair removal
Beauty care 1 1 2

Surgical procedures 1 1 1 3

Tanning
Beauty products 1 1

Beauty care 1 1 2

Health/Fitness
Exercise 1 1

Health supplements 1 1 2

Slimming/Diet

Diet/Medication/Exercise 1 1 2 1 5

Beauty care 1 2 1 1 5

Surgical procedures 1 1 2 2 3 9

Table 3. Category of the management of appearance related to the idealizing phenomena of a hyper-real body

and published numbers

Category
Number of publications

Total by category
2006 2007 2008 2009 2010

Plastic surgery 1 4 3 2 3 13

Skin-care 1 7 7 6 5 26

Slimming/Diet 1 1 2 2 3 9

Total by year 3 12 12 10 1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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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

하고 그 함의된 이데올로기를 추론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진 텍스트의 선정과 해석은 편집자의

편집 콘셉트에 의해 해석되고 표현되는 문자기사의 정

보를 참조하여 사진 이미지의 제한적인 시각정보를 보

충하고 구체화하였다. 텍스트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틀

은 앞서 언급했던 Barthes의 신화분석방법론을 적용하

였으며,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텍스트에서 주로 화면

의 구성, 구도, 색조 등을 중점에 두고 살펴보았다. 텍

스트의 분석에 있어 중심이 되는 부분은 따로 점선으

로 표시하여 강조하였다.

<Fig. 2>는 인공보형물을 이용한 가슴의 직접적이고

영구적 변형에 관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뷰티기사의 화보이다(“Upgraded breast”,

2007).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의 배경에 대비

하여 가슴부위에만 밝게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독자

의 시선을 여성의 가슴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텍스트

는 살색의 올인원을 착용한 여성의 가슴부위를 중심으

로 좌우의 대비되는 의미구도로 분석할 수 있다. 좌우

의 여성의 가슴의 모양과 색조 그리고 팔의 모양의 변

화를 통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가슴의 상태와 수술에

대한 결과 그리고 수술을 향한 의지 등을 유추할 수 있

다.

이를 우선 가슴의 모양과 색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공보형물이 노출된 오른쪽 가슴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즉 인공보형물 삽입 전의 가슴을 의미하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왼쪽 가슴은 수술이 끝난 상태 즉

인공보형물의 삽입 후 획득되고 변화되는 성적 관능성

이 잘 나타난 풍만한 가슴을 의미한다. 이때 여성이 착

용하고 있는 살색의 올인원은 일차적 의미에서 즉각적

체형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속옷이지만 이차적 의미에

서 수술 후 바로 획득되는 몸의 형태 변화를 강조하며

이상적으로 교정된 몸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

한 몸은 운동이나 다이어트와 같이 긴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변화가능한 몸이 아니라 인공보형물의 삽입을

통한 즉각적인 체형의 변화와 수술의 효과로 획득될

수 있는 몸을 의미한다. 이는 몸이 불변의 고정된 유기

적 총체가 아니라 의복과 같이 변화가능한 물질적 대

상임을 강조하며 파편화되고 분절될 수 있는 가변적

실체로서의 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몸의 가변적

물질성에 대한 매체의 긍정적 태도는 실리콘이 노출된

오른쪽 가슴에 비해 풍만한 왼쪽 가슴을 더 밝게 표현

함으로써 한 번 더 강조된다. 좌우의 가슴부위의 색조

Table 4. Main titles of beauty articles about the idealizing phenomena of a hyper-real body

Title

Plastic surgery

-Chubby cheeks like a child

-V-Line, Heart Line, Fist-sized face

-Quick-clinic services! 

-Knee gets old!

Skin-care

-Lower anti-aging care

-Eradicate wrinkles!

-Refined copper skin

-War with hair

Slimming/Diet

-Line of clavicle, shoulder and forearm is not optional but compulsory

-Laser lipodestruction which enable one to walk in and walk out

-Large effect in a brief space of time, Speed slimming

Fig. 2. Upgraded Breast.

From Upgraded breast. (2007, July). Vogue Korea,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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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비를 통해 수술 후 획득되는 몸에 대한 내적 자신

감과 수술결과에 대한 긍정성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좌우의 팔의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화면 왼쪽의 들어 올린 팔과 화면 오른쪽의 내려뜨린

팔은 자기개조와 수정의 내적 의지의 표현과 수용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몸 소유자의 수술에 대한 선

택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드러운 유선형의 인

공보형물과 이를 찌를 듯이 향해있는 날카로운 포크의

긴장감은 수술에 대한 선택적 실천에 있어 자연스럽지

만 외부적 충격에 강한 인공보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을 강조하며 수술결과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Fig. 3>은 피부과의 다양한 레이저시술을 이용한

피부의 주름개선과 탄력강화, 모공관리 등 젊은 피부

를 갖기 위한 몸의 관리유형을 잘 나타내고 있다(“Wrin-

kle free”, 2008). 텍스트의 전체적인 화면구성에서 독

자의 시선은 강아지에서 여성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

지고 있으며,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강아지와 여성의

시선 사이의 공간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피부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

고 있다.

텍스트에서 크게 주목할 점은 강아지의 주름에서 다

리미판의 옷 그리고 여성이 착용한 옷으로의 점진적 방

향성이며, 이는 주름이 많은 피부에서 주름이 없는 피

부로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열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피부의 가변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다

림질을 통하여 의복의 주름을 없애는 것처럼 피부도

하나의 의복과 같이 주름진 부분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펴서 다시 몸에 착용 가능한 물질적 대상임을 강조하

고 있다. 이때 엎드린 강아지의 자세는 몸을 낮춘 또는

복종의 의미로, 피부의 관리상태가 사회적 지위와 경

제적 계급의 차이를 명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암시하

고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이 강아지

를 내려다보는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시선과 강아지의

Table 5. The semantic analysis of “Upgraded Breast”

Signification primary Signification secondary
Ideology (Myth)

Signifier Denotation Connotation

Right breast Exposed implant
Waiting for the surgery,

Preoperative state of the breast -Looking forward to the immediate transformation

into the voluptuous body, by inserting an artificial

implants without a lasting endeavor

-Emphasis of the variability and materiality of the

body

Left breast Sensual, Sexual Voluptuous breast after surgery

Nude

all-in-one

Underwear for 

correcting the 

figure

Corrected body by an immediate

change such as surgery 

Right arm Upward Willingness for surgery -Suggesting that the body will be selected in ac-

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owner of the bodyLeft arm Downward Acceptance for surgery

Fork Sharp External shock -Emphasis on the stability of breast implants, na-

tural and soft, but shock-resistant

-Relief of the psychological burden to have plastic

surgery

Artificial

implant
Streamlined

Natural shape of the breast,

Weak with external shock

Color of

breast

Right 

breast
Dark

Turned off lights of the operating room, 

Decline of the self-confidence in the 

body before surgery

-Expressing of the affirmative result of the opera-

tion and the restoring self-confidence in the body

through lightening in the surgery area 

-Instilling positive consciousness about alternation

of the body
Left 

breast
Bright

Turned on lights of the operating room, 

Recovery of self-confidence 

in the body after surgery

Fig. 3. Wrinkle Free.

From Wrinkle free. (2008, June). Vogue Korea, p. 106.

– 671 –



10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7, 2012

순응적 시선으로, 이들의 시선은 주름에 대한 주체와

대상의 자기검열적 시선과 타자검열적 시선으로 상호

교차적이며 구속적인 힘을 발휘한다. 즉 주름진 강아

지를 바라보는 여성과 주름 없는 여성을 바라보는 강

아지는 주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기준을 동시에

내재화하여, 강아지에게는 주름을 없애는 다림질에 대

한 순응의 태도로 여성에게는 새로운 옷을 끊임없이

다림질 하는 몸의 실천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표현을 통해 주름은 개선되어야 하는 결점인

동시에 부끄러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흰색 톤의 화면구성에 주름이

많은 강아지의 색깔만을 브라운 톤으로 표현함으로써,

주름이 없는 피부와 주름진 피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색조를 통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Fig. 4>는 필링과 같은 외과적 시술을 통하여 피부

의 노화된 각질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를 얻을 수

있다는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뷰티기사의 화보이다(“What a peeling”, 2009).

화면구성에서 바닥에 놓인 양파와 한 겹으로 얇게

벗겨지고 있는 양파의 껍질, 그리고 핀셋은 텍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몸에 관한 의미의 지향성을 잘 나타

내고 있다. 겹겹의 내피로 구성된 양파는 다층의 표피

Table 6. The semantic analysis of “Wrinkle Free”

Signification primary Signification secondary
Ideology (Myth)

Signifier Denotation Connotation

Puppy Wrinkled Wrinkly skin -Emphasizes that the skin will be a repair-

able substance such as clothing

-Emphasis on the variable materiality of

the bod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cyclical and

continuous wrinkle-free care

Clothes on the 

ironing board

Clothes in the creases,

Dress in ironing to wear
Slightly wrinkled skin

Woman's dress
Clean and wrinkle-free clothing,

Clothes finished ironing
Wrinkle-free skin

Iron
Appliance to get rid of 

creases with heat

Tool to improve wrinkles, 

Laser surgery -Implying an act of surgery for anti-wrinkle

Ironing board Flat Operating table

Woman's gaze Overlooking the puppy
Derogatory attitudes about 

wrinkles
-Expressing the social value assessment of

the wrinkles that is inherent in the mu-

tual inspective gaze

-Emphasizes that wrinkles are a flaw that

must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pra-

ctices of the body

Puppy's gaze Looking up woman
Adaptive manner to the 

derogatory gaze

Woman 

holding the iron
In ironing

Practices for maintaining 

anti-wrinkles control

Puppy 

lifting the tail
Glad, Compliant

Compliant and positive

attitude to anti-wrinkles

Standing woman Noble High class -Suggests that skin care condition is a

means of social and economic class repre-

sentationLying puppy Lowering the body, Submissive Low class

White dress/

White background
Pure, Clean

Youthful and

wrinkle-free skin -Normalized that wrinkle-free skin stand

for purity and cleanliness
Brown puppy Dull Fatigue and aging skin

Fig. 4. What a Peeling.

From What a peeling. (2009, April). Vogue Korea,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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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피로 구성된 피부의 조직을 상징하고 있으며, 피

부의 조직이 핀셋을 이용한 외부적 힘의 개입, 즉 외과

적 시술을 통해 양파의 껍질과 같이 벗겨낼 수 있는 파

편화된 실체임을 암시한다. 양파의 구조적 특성을 피

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응함으로써 독자에게 새로운

피부의 획득과정이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핀셋에 의해 벗겨지고 있는 양파의 껍

질을 메마르고 건조한 티슈의 조직처럼 표현함으로써

수분이 부족하고 노화된 피부의 각질층을 나타내고 있

으며, 이의 제거를 통하여 끊임없이 벗겨지는 하얀 양

파의 내피처럼 피부도 필링을 통하여 새로운 피부로의

반복적 재생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낡고 피

로되면 버리고 새롭고 획득할 수 있는 외피로서 피부

의 물질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면배경의 청록색은 자연과 바다의 색조로서, 수분

이 가득찬 젊은 피부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러

한 색조는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양파의 표면의 색과

일치함으로써 박피를 통하여 젊게 유지되는 피부의 상

태를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Fig. 5>는 지방분해시술을 이용한 빠르고 완벽한

슬리밍효과에 관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를 잘 나

타내고 있다(“Speed slimming”, 2010). 텍스트는 전체

적으로 흑백의 모노톤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화면을 가로질러 누워있는 여성의 슬림

한 몸의 형체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화면에서 주목할 점은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독자를

향해 당당하게 응시하는 여성의 시선과 온몸에 긴장감

을 느끼며 S자 모양으로 휘어져있는 여성의 포즈이다.

여성은 비키니만을 착용하고 자신의 군더더기 없는 날

씬한 몸을 과시하고 있다. 몸의 표면에 관한 내적인 자

신감과 당당함은 독자를 정면으로 향하는 응시의 시선

을 통해 외부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미의

기준에 도달한 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여성의

응시는 날씬함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여

성들에게 내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시선으로, 젊

고 날씬한 몸은 잘 관리된 자아라는 이상을 코드화(co-

dification)하며 정상의 범위에 도달하지 못한 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결점을 지닌 존재로 보도록 부추기고

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활처럼 휘어져 있는 여성의 자세

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완벽한 S라인을 위한 끊임없

는 자기관리의 임무와 연결될 수 있으며, 몸이 도달해

야만 하는 이상적 형태를 위한 지속적인 몸의 실천을

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여성이 누워있는 공은 슬

림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탄력적인 몸의 가치를 추구하

는 오늘날의 날씬한 여성의 몸에 대한 이상을 잘 강조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7. The semantic analysis of “What a Peeling”

Signification primary Signification secondary
Ideology(Myth)

Signifier Denotation Connotation

Onion
Multiple layers of 

endodermis
Multiple skin layers -Emphasizes that a new skin can be obtained

easily through skin abrasions 

-Implic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the skin

can be reproduced repeatedly

-Emphasizes the materiality of the skin as an

outer covering 

Sloughy onionskin
Thin and dried-up, 

Peeling easily

Epidermis of the aging skin, 

Simple surgical procedure

Pincette
Precise tool to pick up, 

Accuracy
Surgical tool

Color 

tone

Back

ground
Cyan Natural, Thalassic

Restoration to purity in 

nature, Moisture-laden -By removing layers of aging skin, possible

for skin to be recovered a pure skin tone in

natureOnion
White Color of onion Epidermis of the skin

Cyan Natural Dermis of the skin

Fig. 5. Speed Slimming.

From Speed slimming. (2010, June). Vogue Korea,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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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에 대한 논의

과거 복식의 변형(modification)과 보충(supplement)을

통해 이상적인 형태로 재현되었던 여성의 몸은 오늘날

몸 자체의 변형과 수정을 거쳐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

다. 이는 패션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을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잡지는 끊

임없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하는 신체자본으로서의 몸

의 물질성을 긍정하며 몸이 해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가변적 실체임을 강조한다. 몸이 고정된 하나의 유기적

총체가 아니라 사회의 미의 기준에 따라 변형이 가능

한 파편화된 부분들의 결합체로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행이 지나거나 싫증나면 새롭게 개조하여 즉각적으

로 변화할 수 있는 의복과 같은 물질성을 가진 대상임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패션의 유행의 현상이 몸의 현

상으로 옮겨왔으며 의복을 통해 표현되었던 미와 추의

차이가 이제 몸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

다. 몸은 사소하고 덧없으며 변덕스러운 패션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과거 복식을 통해 재현되었던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의미들을 대신하고 있다.

패션화된 몸은 사회의 특별한 규칙과 규범에 의해

구속되며 내재적 응시와 갱신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관리되고 유지되는 실천과정 중의 산물이다. 몸의 사

회적 실천을 규제하는 규율은 권력의 새로운 형태인

훈육적 힘으로써, 개인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

는 감시자”(Foucault, 1975/2003)의 응시를 내면화함으

로써 외부적 구속이나 강제가 아닌 개인의 훈육에 의

해 행하는 자기감시와 자기수정의 사회문화적 권력과

통제가 직접적으로 실천되는 유순한 몸을 생산한다.

이러한 몸은 사회적 미의 규범에 일탈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고 정상화의 권력과 규율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지배하고 훈육함으로써 자기변화와 자기개선에 익숙

한 몸이다. 패션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

상화 현상은 정상화된 미적 범주에서 몸이 의복과 같

이 옳고 그름의 사회적 가치평가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임을 구체화하며 몸의 관리상태를 자기통제와 자

기절제의 내적 기준과 연결시키고 있다. 정상화의 기

준에 부합하는 젊고 날씬한 몸은 잘 관리된 자아를 나

타내는 기호임을 주지하는 반면, 사회적 미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의 불완전성은 수용해야할 자연스

러움이 아니라 개선되어야할 결점이라는 메시지를 유

포하며, 내적인 열등감을 유도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

절한 존재하는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전시해온 여성의 역사에서 코르셋을

통한 몸의 억압과 구속은 오늘날 날씬함과 젊음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성찰적 프로젝트로 귀결되고 있

는 것이다.

소비의 관점에서 기호의 가치는 문화 권력을 상징한

다. 잘 관리된 몸의 표면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본

의 지표로 작용하며, 오늘날 새로운 계급 간의 위계질

서를 명시화하고 자아의 완성을 투사하는 기호체계로

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은 타인과의 동일성

과 차이의 범주를 구별하기 위해 누구나 구매가능하고

보편화된 상품인 몸의 소비를 통해 사회적 상징가치를

물성화된 몸의 표면으로 끌어들인다. 이로써 몸은 개

인의 젠더,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라이프스타일 등

의 문화적 범주를 명시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관념을 구

체화하는 문화적 소비재로 다시 위치 지워진다. 패션

잡지에 나타난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은 잘

관리된 몸의 표면이 좋은 차, 값비싼 옷, 명품 백처럼

Table 8. The semantic analysis of “Speed Slimming”

Signification primary Signification secondary
Ideology (Myth)

Signifier Denotation Connotation

Woman's gaze
Dignified,

Self-confident
Superior gaze for readers

-Expresses the inner self-confidence in the

body achieving a social standard of the beauty

-Emphasizes that the surface of the body repre-

sents the inner self

-Causes a feeling of inferiority to the body that

did not attain the criteria for the social aesthe-

tic standard

Bikini Sexy Showing off the body

Woman's pose
S-lined, Discomfortable,

Tensional

Ideal body shape that must be 

achieved by effort,

Practical effort to sustain the body

-Criteria for appearance of the body that must

be achieved through constant self-management

Ball Resilient, Plenitudinous Supple and well-stacked body
-Emphasis on current criteria for the body, slen-

der but resi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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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권력, 경제적 능력을 명시

하는 수단임을 환기시킨다. 몸을 위한 다양한 범주의

소비품의 구매와 활용이 더 나은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

한 노력임을 전달하며 몸의 관리능력이 사회적 계급상

승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IV. 결 론

유동하는 가변적 주제로서 몸은 하나의 고정된 관념

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론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사회구조적 산물이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몸에 대한 신화적 담론들은 “은밀한 유혹

자”(Eco, 1984/2005)로 명명된 신화 생산자에 의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패션잡지는 신화의 미세권력이 광범

위하게 확대되는 작용점으로 몸에 대한 상징적 속성들

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빼앗음으로써 여성의 몸에 관

한 규범적 미를 생산하고 유통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현대

의 패션잡지는 여성의 규범적 미에 관해 몸의 진실과

외양의 경계가 내파되어 인공의 몸이 실재의 몸을 덮

어버리는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을 정상화하

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되었다.

패션잡지가 유통하는 하이퍼리얼 바디의 이상화는

몸이 고정되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자기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 만들어가야 할 물질적 자본으로

서의 실천양식임을 강조하고, 몸의 소비를 통한 자기

재창조의 과정을 매개로 새로운 자아정체성과 다양한

문화적 관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나 구매가

능한 젊음과 날씬함이라는 상품의 체계적 전유(專有)

를 통해 명시화할 수 있음을 주입하고 있다. 또한 정상

화된 미의 규범을 달성한 몸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기

관리와 자기절제의 내적 도덕과 연결시킴으로써 개인

의 불완전성에 관한 수정의 요구를 묵시적 규범으로

내재화시킨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훈육적 응시와 내

적 성찰의 결과가 체화된 실체로서 몸에 대한 지속적

인 실천을 강제하고 있다.

패션잡지의 몸의 정상화의 과정은 몸의 본래적 의미

를 소멸시키고 몸을 신비화시키는 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미화 작용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기표로서의 몸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본의 지표(index)로 작용하며 오늘날 새로운 계급 간

의 위계질서를 명시화하는 권력이자 자아의 완성을 투

사하는 기호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몸

의 신비화의 체계는 일상화된 시스템(institutionalized sy-

stem)의 지배를 받으며 몸의 의미에 관한 우리의 실체

적 접근과 본질적 사고를 방해한다. 패션잡지는 다양

한 재현적 장치를 이용하여 여성이 따르게 되는 임의

적인 몸의 이상을 단순한 유행이나 개인의 선택의 문

제로 만들어 버리며 몸의 의미를 본래적이고 자연스러

운 것으로 고정시킨다.

그러나, 패션잡지가 만들어내는 몸에 대한 기호들과

의미들은 몸에 대한 진정한 재현인 것처럼 우리의 일

상에 각인되지만, 이는 패션시스템의 체계가 다름과

차이를 조장하고 유통함으로써 생산하는 문화적 형식

을 띤 기호론적 체계로서 유행의 가속화된 갱신과 폐

용의 요구, 유혹, 부차적 차이를 생산해야만 하는 패션

시스템의 내적 원리에 의해 통제되고 생산되는 몸의

이미지들이다. 이러한 정상화된 몸의 이미지들은 몸에

대한 개인별 문화의 차이를 해체하고 다의적 의미의

해석을 축소시킴으로써, 몸의 실천에 대한 우리의 선

택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체현되는 몸의 상징의미는

단일적이고 통일적인 단순성으로 환원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대 소비사회에서 패션잡지와 같

은 유행의 체계가 부여하는 몸에 대한 의미는 기호론

적 체계 내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조작되고 구조 지

어지는 신화적 체계로 이해되어야하며, 무한히 변용되

는 욕망의 기표로서 몸에 관한 의미를 완전한 것으로

재현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권력과 지식의 작용점으로서 몸의 의미는 순환적이

고 그 맥락적 환경도 변화한다. 패션잡지가 조직화하는

몸의 의미의 재현적 기호들을 해독하고 해석하기 위해

서는 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제한하는 주체와 제한

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몸이 어떻게 그 의미와 의의를 부

여받게 되는지에 관한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몸에 대한 신화적

담론의 기호학적 연구는 오늘날 정상화되고 있는 하이

퍼리얼 바디의 이상화 현상을 형성하는 기호의 의미작

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문화적 가공물로서 선

택된 여성의 몸에 대한 의미를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호와 실체의 관계를 인식하는

비판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역사의식

과 문화적 비판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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