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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a macro-viewpoint to investigate how female world leaders' clothing behaviors are differ-

ent by nation and cultur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clothing behavior by cultural block

in order to underst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ory. The find-

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lothing styles of female world leaders are categorized into classical suit style,

national traditional style, and eclectic style. Second, classic suit style is more often found in countries cha-

racterized by high individualism, low power distance index, and low avoidance index. The style represents

individual activity and rationality as well as trust towards women acting in men's roles. Third, a national

traditional style is found in countries featuring high collectivism, high power distance index, and high uncer-

tainty avoidance index. These countries share a culture that emphasizes harmony with the whole, rather than

any one given part; consequently, clothing style represents a national identity (or the roles as a national mem-

ber) rather than that of the individual level. Fourth, an eclectic clothing style is expressed in a mixture of

classical suits and a national traditional style that depends on how much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are

reasonably compromised or Eastern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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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션스타일은 사회 환경과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미적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착용대상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패션과 이미지가 탄생된다. 21세기 사회에서 여

성 지도자의 패션은 리더십과 함께 대중들의 관심을 받

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 지도자의 증가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여성 대통령의 선출이 늘어나고 있다. 세

계의 여성 지도자는 패션을 통해 대중들에게 말로 표현

하지 못하는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하거나, 때로는 리더

십 발휘나 소통 및 교감을 나누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

고 있다. 특히 정치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구성원이 행

동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여성으로서 패션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와 패션 혹은 여성 정치 지도자의 패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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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13), 대부분 퍼스트레이디와 여성 정치 리더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an,

2016; Han & Jung, 2011; Lim, 2013; Yang & Kwak,

2014; Zhang & Lee, 2014).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는 국

가 간 그리고 집단 간의 문화차가 주요 관심의 대상으

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문화적 차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이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문화권에 따른 의복행동의 유사성과 차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문화권들

이 다른지 또는 유사한지를 설명하는 틀이 필요하다. 게

흐트 홉스테드(Geert Hofstede)는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

화 사이의 차이를 풍부한 통계자료와 사료를 통해 연구

비교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계 여성 지도자가 왜 그러

한 의복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

며, 홉스테드의 문화이론은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여성 지도자 패션과

홉스테드의 문화이론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세계 여

성 지도자의 현황을 자료화하여 의복행동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세계의 여성 지도자는 다원화와 세계화를

인정하는 21세기에 맞추어 2000년 이후 정치권을 대표

하는 여성 대통령과 총리로 한정하였으며, 해외 외교 사

절로 다른 국가 정상과의 회담과 세계 정상 중심의 포럼

에서 입은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복유형을 시

각 자료화 하는데 있어 각국 뉴스채널의 공신력 있는 인

터넷 자료와 스틸컷을 사용하였다.

여성 지도자 개인의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성 지도자의 패션은 개인의

패션뿐만 아니라, 국가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여 지

도자로서 나타나는 패션의 특징을 알 수 있음에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정치 지도자의 등장과 패션정치

최근 세계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

의 도래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달라지고

있다. 20세기가 힘의 논리에 의한 경쟁과 타협, 합리성이

라는 원리가 지배적이었다면 21세기는 세계화 속에서 개

별적인 자원성을 인정하면서 연대와 결속, 관용이라는

공동체적 요소가 중요한 사회 지배 원리가 되었다(Lim,

2013). 특히 3F, 즉 가상(fiction), 감정(feeling), 여성(fem-

ale)이 중요해지고 소위 여성적 가치라고 불리어 온 감성,

섬세함, 유연성, 돌봄, 타자에 대한 배려, 생명 중시 등의

여성적 특징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가 21세기를 ‘여성의 세기’

로 정의하였듯이, 강인한 힘과 통솔력, 권위주의로 대변

되는 남성 리더십의 수직적인 시대가 지나가고 부드러움,

포용력, 배려와 공감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 21세

기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Lim, 2013).

여성 정치 지도자는 공화국(공화제, 연방제)에서 성별

이 여성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여성 대통령, 여성 주

석, 여성 총독, 여성 총리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여성 지

도자 [Female leaders]”, 2016).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

자, 즉 지도자로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

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여성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마

담 프레지던트(madam president)라 한다. 최초의 마담 프

레지던트로는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Isabel Peron)

대통령이 있으며, 칠레의 미첼 바칠레트(Michelle Bach-

elet) 대통령과 자메이카의 포샤 심프슨 밀러(Portia Lu-

cretia Simpson-Miller)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

gela Merkel) 총리,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

royo) 대통령 등이 있다(“Madam president”, n.d.). 이러

한 여성 지도자들은 위계적 구조와 권위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전통적 리더십과는 다르게 경쟁이 아닌 협동

을 중시하며, 조직 구조는 위계조직 대신 수평으로 된 팀

중심으로 직감과 합리성에 의존한 문제해결 성향을 보

인다. 또한 통제의 최소화와 감정 이입, 그리고 높은 수

행 기준이 여성 정치 지도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Seong, 2000).

패션의 정치적 함의나 기능을 가리켜 패션정치(fash-

ion politics)라 한다. 대중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

고 있는 패션정치는 패션과 정치가 융합된 학문의 영역

이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Yang &

Kwak, 2014). 미디어 사회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는 관리

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

이 되고 있으며, 외형적 이미지 또한 대중에게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이

있으며, 패션은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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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지도자에 대해 언론은 남성 지도자보다 생

활과 성격, 외모에 훨씬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 경향을 보

이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의 패션이미지는 중요한 의사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Lee, 2012). 이러한 여성 지도자

들의 패션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말

로 표현하지 못하는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하는가 하면

때로는 리더십 발휘나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때로는 국

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Kai-

ser(1990)가 역할, 정체성, 자기 개념을 하나의 맥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 지도자의 패션은 국가의 이미지

와 정체성을 기본으로 패션의 아이콘이 가능하기에 점

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홉스테드의 문화분석이론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그리고 집단 간의 문화차가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사회 인류학

에서 문화는 모든 형태의 생각, 느낌, 행동을 포괄하는

언어로 규정한다(Hofstede, 1991/1995). Hofstede et al.

(2010/2014)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 정신의 소프트웨어

(software of the mind)로 정의하며, 한 사람의 정신 프로

그램은 생활 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것은 집합적인 현상일 수밖

에 없기에 문화란 한 집단 또는 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

람들을 다른 집단 또는 범주의 성원들과 달라지게 만드

는 집합적 정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에 홉스테드

는 한 나라의 문화배경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와 국

가,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를 통계자료와 사료를 통해

비교 연구하여 문화권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유사성

과 차이점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문화의 차원’, ‘문화의

이론’이라 하는데, 여기서 차원이란 여러 문화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측면을 말한다. 홉스테드의 문

화이론은 문화권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성을 유

형화한 것으로 패션정치를 보이는 각국의 여성 지도자

간의 의복행동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홉스테드는 50개국에 있는 IBM직원 116,000명을 대

상으로 국가 간 문화차를 연구하였다. 각 나라로부터 문

화의 요소를 추출하여 가치 차원을 1) 권력거리(power

distance), 2) 개인주의(individualism) 대 집단주의(collec-

tivism), 3) 남성성(masculinity) 대 여성성(feminity), 4) 불

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네 가지로 제시하

였다.

문화의 네 가지 차원 중 첫째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로 개인 간의 연대가 느슨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네 가지 중 가장 주목받는 차원으로 개인주의 지표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호주, 영국이 그 뒤를 따른

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일본

도 중간 이하의 낮은 지수를 보인다. 권력거리가 크면

대체로 개인주의 지수가 낮고, 권력거리 지수가 낮으면

개인주의 지수가 높다. 개인주의는 일인당 국민총생산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예외적

으로 낮은 편이다.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는 화목을 강

조하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의견의 충돌도 진실

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face)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Cho, 2004).

둘째, 권력거리는 권력의 불평등 관계로 권력에서 소

외된 사람이나 집단이 그 불평등함을 받아들이는 정도

를 의미한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상급자와 하급

자가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며 조직 내의 권력

도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달리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급자는 의사결정에 기여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과 같은

라틴어 계통의 유럽권 국가는 높은 지수를 보이며, 덴

마크,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를 사용하는 국가는 권력거리 지수가 낮다. 이에 대해

Hofstede et al.(2010/2014)는 로마나 중국과 같은 강력

한 정부의 지배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지역, 즉 과거

에 식민지였던 국가의 권력거리 지표가 높다고 설명한

다. 또한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등과

같이 불평등한 관계를 강조한 유교의 가르침이 영향력

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셋째, 남성성 대 여성성의 차원이다. 남성적인 문화에

서는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며, 경쟁력, 자기 주

장, 유물론, 야망 등을 중시한다. 여성적인 문화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구별되지 않고 남녀 모두 겸손하고 부드

러우며 대인관계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성

화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독일어권인 오스

트리아, 스위스도 높다. 홍콩, 싱가포르는 중간 정도이

며 한국은 비교적 여성적인 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

났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남성화 지표가 낮다. 남성적인 문화권

의 경영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며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

인 반면, 여성적인 문화권의 경영자는 직관적이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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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데 익숙하다(Kim, 1999).

넷째, 불확실성의 회피 차원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

는 정도를 의미한다. 남미 국가나 남유럽 국가가 높은 지

수를 보이며, 한국과 일본도 높은 편이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대만은 중간 정도이다.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고 적극적이며 활동

적인 반면, 약한 문화권에서는 조용하며 태평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

성이 높으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을 하는 데

는 적합지 않다. 대량 생산은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가

높은 문화권에 비교 우위가 있다(Kim, 1999).

III. 연구방법

1. 대륙별 여성 정치 지도자 분석

1960년대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이케(Sirimavo

Bandaranaike)가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974년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여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활

동이 인정됨에 따라 많은 수의 여성 정치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세계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 유형의 이미지를 분석

하기 위해서 다원화와 세계화를 인정하는 21세기에 맞

추어 2000년 이후 재임 기간 2년 이상의 여성 지도자를

대통령과 총리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여성 지도자를

통계화하기 위해 위키피디아(“List of elected”, 2016)와

여성 지도자 관련 자료를 참조하였으며(Park, 2012), 여

성 지도자의 분포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홉

스테드의 국가별 통계와 같이 정치, 문화, 사회적 상이

함을 근거로 하여 대륙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5대륙으로 지역적 구분을 하였다.

시각 자료화 하는데 있어 사진자료가 존재하는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의상은 해외 외교 사

절로 다른 국가 정상과의 공식 석상에서 입은 의상을 분

석하였다. 공신력 있는 인터넷 자료와 스틸컷 96컷을

사용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2. 대륙별 여성 정치 지도자 의복행동 유형

여성 정치 지도자는 최고의 외교 사절로서 여성들에

게 새로운 가능성은 선사하는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

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빈

번하게 노출됨으로써 자신들의 의복행동을 정치적인 전

략적 도구로 활용하며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

운 이미지 형성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대통령

과 여성 총리의 지도자들이 세계 정상들과 만나는 공식

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의복행동을 보이는지 유럽, 아메

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유럽의 여성 정치 지도자는 핀란드 타르야 할로넨(Ta-

rja Halonen), 안넬리 둘리키 예텐메키(Anneli Tuulikki

Jäätteenmäk), 마리 요한나 키비니에미(Mari Johanna Ki-

viniemi),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아일랜드의 메리 메컬

리스(Mary McAleese), 리투아니아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이테(Dalia Grybauskaitė), 코소보의 아티테페 야하가

(Atifete Jahjaga) 등이 있다. 독일판 ‘철의 여인’이라 불리

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바지 차림과 단추 3~4개짜리

자켓이 트레이드 마크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역시 단추 3개의 테일러드 자켓과 검정색 바

Table 1. Analysis of female political leaders by continent

Europe America Oceania Africa Asia Total

Nation

(person)

Germany (1)

Norway (1)

Denmark (1)

Finland (3)

Ireland (1)

Switzerland (4)

Latvia (1)

Lithuania (1)

Kosovo (1)

Malta (1)

Brazil (1)

Argentina (1)

Chile (1)

Panama (1)

Costa Rica (1)

Jamaica (1)

Canada (1)

New Zealand (1)

Australia (2)

Liberia (1)

Central African 

Republic (1)

Malawi (1)

Mozambique (1)

Philippines (1)

India (1)

Korea (1)

Indonesia (1)

Sri Lanka (1)

Thailand (1)

Bangladesh (1) 

(36)

Photo 15 7 3 4 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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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착용모습<Fig. 1>을 볼 수 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

는 공식적인 외교 행사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

자의 이미지를 대부분 자켓과 바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

다. 핀란드의 타로야 할로넨 대통령과 안넬리 예텐메키,

마리 키비니에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또한 다른 국

가의 정상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켓에 스커

트와 바지 차림의 투피스를 입은 것을 볼 수 있다(Fig.

2). 아일랜드의 대통령 메리 메컬리스는 2011년 영국 여

왕이 아일랜드를 방문한 공식 행사에서 핑크색 원피스

위에 무릎길이의 테일러드 칼라의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다(Fig. 3).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만남은 정치적

목적 외에도 국가 간의 전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푸른색 원피스 위에 노칼라의 코

트를 입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색상 면에서 대조를 보인

다. 유럽의 여성 지도자들은 자켓과 스커트, 바지로 구

성된 수트 스타일로 목걸이와 브로치, 스카프 등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아메리카의 여성 정치 지도자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

세프(Dilma Rousseff),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

난데스(Cristina Fernández),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등이

있다. 2012년 BRICS 국가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대통

령 지우마 호세프는 바지 정장 위에 단추가 3개 달린 자

켓을 입고 있으며<Fig. 4>,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

령은 2009년 한국 방문 시 붉은색의 테일러드 칼라의 투

피스 정장을 입었다.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아르

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긴 머리 스타일에

다소 여성스러운 패션을 보이는데, 2014년 중국의 시진

핑이 방문했을 당시 화려한 레이스 장식의 금색 원피스

위에 가디건을 입었다(Fig. 5). 또한 2012년 G20 정상회

담에서 러플 장식이 된 플레어 스커트와 자켓을 입어 여

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의복행동에 있어 크리

스티나 페르난데스를 포함한 아메리카의 정치 지도자들

은 유럽과 같이 클래식한 바지와 스커트 위에 자켓을 입

으며, 유럽에 비해 바지보다는 스커트를 주로 입거나 패

턴과 디테일이 많은 의복을 착용한다.

Fig. 1. Angela Merkel.

From SWITZERLAND WEF 2013 DAVOS. (2013).

http://news.naver.com

Fig. 2. Tarja Halonen.

From 핀란드 대통령과 악수하는 반기문 총장

[UN Secretary-General Ban Ki Moon to shake hands with

the President of Finland]. (2011). http://news.joins.com

Fig. 3. Mary McAleese.

From Jung. (2011).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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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여성 정치 지도자로는 호주의 줄리아 길

라드(Julia Gillard), 퀜틴 브라이스(Dame Quentin Bry-

ce),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Helen Clark)가 있다. 프랑

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줄리아 길라드는 검은

색 스커트 위에 라펠이 넓은 붉은색 자켓을 입고 있다

(Fig. 6). 그녀는 스타일리스트 없이 자리의 특성과 분위

기에 따라 칼라의 모양을 달리하여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다란 라펠은 세계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에

서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dwell & Stead, 2011).

퀜틴 브라이스와 헬렌 클라크 역시 테일러드 칼라의 자

켓과 스커트, 바지 차림으로 유럽, 아메리카와 같이 수

트 스타일을 입는다(Fig. 7).

수트 스타일을 입는 여성 지도자의 경우 국가의 원수

이자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여성 대통령이 여성 총리보

다 상징적이거나 여성스러운 의복을 입는 것을 볼 수 있

Fig. 4. Dilma Rousseff.

From MEXICO G20 BRICS LEADERS MEETING. (2012).

http://news.naver.com

Fig. 5. Cristina Fernández.

From China y Argentina elevan lazos bilaterales hasta

nivel de asociación estratégica integral [China and Argentina 

raise bilateral ties to full strategic partnership level]. (2014).

http://spanish.xinhuanet.com

Fig. 6. Julia Gillard.

From 호주, 2014년 G20정상회담 개최국 선정

- 길라드 “일자리, 성장이 G20 최우선 과제”

[Australia, 2014 Summit the bid

- Gillard, “Jobs. G20 top priority growth”]. (2011).

http://hojuilbo.tistory.com

Fig. 7. Helen Clark.

From [사진] 이야기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과

헬렌 클라크 총리 [[Photo]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ime Minister Helen Clark the story]. (2008).

http://articl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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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직무를 중시하는 여성 총리와 다르게 여성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과 정치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

는 아이콘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여성 지도자로는 인도의 프라티바 바틸(Pra-

tibha Patil),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스리랑카의 찬드

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Kumaratunga), 태국의 잉락

칭나왓(Yingluck Shinawatra), 대한민국의 박근혜, 인도

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

utri),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등이 있

다. 아시아의 여성 지도자는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의복

행동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수트

스타일과 전통 스타일을 혼용하여 착용한다. 정상회담

등의 외교 행사에서 한국의 전통복인 ‘한복’을 입기도

하며 다양한 컬러의 자켓과 바지의 차림에 진주 목걸이

나 브로치 등의 액세서리로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인도의 프라티바 바틸 대통령은 2014년 중국 방문에

서 긴 천을 몸에 감아 입는 인도의 전통복 사리를 황금

색과 붉은색으로 입어 친밀감을 표시하였다(Fig. 8). 프

라티바 바틸은 국내외 공식 석상에서 자국의 전통적 이

미지를 보여주며,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또한 자국의 전통적 이미

지를 보여주는 패션스타일을 한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

지도자가 바뀌어도 자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공통적이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서로 근

접한 국가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종교로 구성된

비슷한 문화권인 것이 특징이다.

태국의 잉락 칭나왓은 2012년 독일과 미국 방문에서

붉은색 계열의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다. 실루엣은 수트

스타일이지만, 화려한 태국 전통 문양과 실크 소재, 디

테일의 변화로 자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

고 있다(Fig. 9).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와 인도네시

아의 메가와티 또한 2003년 미국과 중국 방문에서 자국

의 전통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트 스타일에 자

국의 디테일을 이용하였다.

아프리카 여성 정치 지도자로는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와 중앙아프리카 공

화국의 캐서린 삼바판자(Catherine Samba-Panza), 말라

위의 조이스 반다(Joyce Banda)가 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말라위의 조이스 반다는 아프리카 특유의 패턴

이 그려진 자국의 전통 복식을 입고 있으며<Fig. 10>, 라

이베리아 엘렌존슨 설리프는 2008년 독일 방문에서 어

Fig. 8. Pratibha Patil.

From China, India to strengthen bilateral ties.

(2010). http://english.cntv.cn

Fig. 9. Yingluck.

From Koo. (2012). http://www.anewsa.com

Fig. 10. Joyce Banda.

From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shook hands

with President Joyce Banda from Malawi]. (2013).

http://articl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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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에 걸치는 숄과 모자를 포함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

고 있다. 자국의 전통적 이미지는 다른 형태로도 나타

나고 있는데, 삼바판자는 스커트와 바지 정장 차림에 전

통적인 소재와 디테일로 변화를 주었다(Fig. 11).

여성 정치 지도자의 의복스타일을 살펴보았을 때 대

륙별로 다른 의복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

가 간 문화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인접 국가와 유사

한 의복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

니아의 정치 지도자는 자켓과 바지, 스커트로 구성된 현

대화된 수트 차림을 보여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는 다양한 의복행동이 보이는데, 수트 스타일을 입는 경

우와 각 국가의 자국적 전통 스타일, 그리고 전통 소재

와 디테일을 살린 수트 스타일로 나타난다. 또한 공통적

으로 다수의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현대화된 수트 차림

을 입었으며, 정상과의 단독 만남에서는 자국적 전통 스

타일을 입거나, 개인적 성향이 느껴지는 수트 스타일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켓과 바지, 스커트로 구성된 수트 차림은 클

래식 수트 스타일(classic suit style), 각 국가의 전통 복식

차림을 자국적 전통 스타일(national traditional style), 그

리고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간 수트 스타일, 클래식 수트

와 전통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착용하는 절충

적 스타일(eclectic clothing style)로 구분하였다. 대륙별

여성 정치 지도자의 의복행동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

다(Table 2).

IV. 연구분석 및 논의

여성 지도자의 의복스타일은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

니아에서 보여지는 클래식 수트 스타일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자국적 전통 스타일, 그리고 절충

적 스타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

유형을 문화권에 따른 해석과 홉스테드의 문화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1. 클래식 수트 스타일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과 일부 아시아 국

가의 여성 지도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클래식 수트 스

타일을 입는다. 클래식 수트는 18세기에 시작된 신사복

스타일이 조지 브루멜(George Brummel)에 의해 시작되

면서 21세기 현재까지 수용된 스타일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 시몽(Seint Simon)은 여성의

바지 착용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아멜리아 블루머(Ame-

lia J. Bloomer)는 남녀동등권을 주장하며 여성복의 개혁

을 시도하였다. 이후 192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가브리

엘 샤넬(Gabrielle Chanel)이 남성 패션을 차용하면서 여

성 패션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Murray, 1989/

1997).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로 간 남성을 대신해

여성이 가정을 대표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

을 대신해 여성들이 새로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하게 된다. ‘샤넬슈트’를 통해 변화된 스커

트와 자켓 차림의 콤비 의상은 현재 비즈니스 우먼을

비롯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입혀지게 되었다(Schmid &

Loschek, 1999/2001). 이러한 여성의 수트 차림은 서서

히 진행되어 온 여성 해방과 남녀평등의식을 생활상에

반영시킨 것으로 여성들이 의상을 통하여 남성의 지배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성을 버리고 이성과 합리성, 기능성을 기

Fig. 11. Catherine Samba-Panza.

From Long. (2014). http://www.voanews.com

Table 2. Types of clothing behavior photos of female political leaders

Continent

Clothing behavior (%)
Europe America Oceania Africa Asia

Classical suit style 38 (37.50) 16 (16.67) 9 ( 9.38) 4 ( 4.17)

Eclectic clothing style 6 ( 6.25) 9 ( 9.38)

National traditional style 6 ( 6.25) 8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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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한 자유주의 이념을 표출하는 테일러드 수트를 착

용함으로써 남성화를 추구하기도 하는데(Kim, 2010), 이

러한 스타일은 여성 지도자에게 있어 성역할에서 벗어

나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며, 대중에게 보여지는 신뢰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지도자의 클래식 수트 차림이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세 대륙에서 나타나는 점은 홉스테드의 개

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네 요인

가운데 국가 간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

인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호주,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 낮은 지

수를 보인다(Kim, 1999). 개인 간의 연대가 느슨한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양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보다 개

인주의가 강하다고 한다(Cho, 2004). 이는 서양인들이 분

석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보다는 사물 자체에 많

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Huntington & Ha-

rrison, 2001/2015; Nisbett, 2003/2004).

동양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애정을 보

이지만, 외집단이나 그저 아는 사이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거리

를 둔다. 그들은 자신이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매우 유사하다

고 느끼고, 그들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 서양인

들은 자신과 내집단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며, 내

집단원이나 외집단원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행동 원

리를 따른다. (Nisbett, 2003/2004, p. 55)

자신 이외의 전체나 환경보다는 개인과 사물에 집중

하는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의복에 있어 기능적이고 합

리적이며, 신뢰성을 주는 의복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양 문화권의 사고방식

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에게서 보이는 의복

스타일을 보았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를 표현하는 전통적 이미지보다는 개인의 활동성

과 합리성, 편안함, 그리고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

성으로서 대중에게 보여지는 신뢰감이 클래식 수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홉스테드는 로마나 중국과 같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은 지역, 즉 과거 식민통치를

한 국가보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가 넓은 권력거리

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권력의 격차가 큰 문화에서는 상

급자와 하급자가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며 조

직 내의 권력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이와 달리

권력 격차가 작은 문화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등

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직의 권력도 하부에 분산된다. 클

래식 수트를 착용하는 국가 중 유럽은 권력거리에 있어

낮은 격차를 보이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세아니

아, 그리고 다수의 국가가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는 권

력지수와 관계없이 유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성-여성성 차원에서 남성화 지표가 높은 나라는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독이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

이 낮게 나타난다(Hofstede et al., 2010/2014). 남성적인

문화권의 경영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며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인 반면, 여성적인 문화권의 경영자는 직관적이

며 합의를 구하는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성-여

성성 차원이 여성 지도자 의복행동을 분석하는 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세계포럼과 같이 여러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성 지도자가 스커트보다는 바지를

선호하는 모습에서 결단력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이론은 상대적

인 것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성이 높은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바지 차림과 단추 3~4개짜리 자켓을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하여 입는다. 메르켈 총리의 바지 중심의 클

래식 수트는 북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남성화 지표가

높은 독일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불확실성의 회피 차원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

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정도이다.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문화에서는 적극적이며 활동적

인 반면, 약한 문화에서는 조용하며 여유가 있다. 이는

Hall(1976)가 응집력을 기준으로 문화권을 고배경 문화

(high-context culture)와 저배경 문화(low-context culture)

로 나눈 것과 유사하다. Hall(1976)에 따르면 영국, 프랑

스, 미국, 독일 등의 저배경 문화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

통 시 대부분 서류나 법률 등을 중시하며, 다원적인 사

회로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불확

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면에 있어 비교적 갈등이 적은 것

으로 불확실성 회피가 정도가 낮은 유럽의 문화와 통한

다고 볼 수 있다.

2. 자국적 전통 스타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여성 지도자는 국가를 대

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통적인 스타일의 의복행동

이 나타난다.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여성 지도자가 다른

여성 지도자로 바뀌어도 자국의 전통 스타일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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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다. 아시아는 종교적으로 유교, 도교, 불

교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교는 ‘조화’, ‘부분보다는 전

체’, ‘사물들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

는데, 세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종합주의(hol-

ism)’는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믿

음에 기초하고 있다(Cho, 2007).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동양인에게 있어 가족이나 사

회 혹은 도(道)의 원리와 같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게 한다. 즉,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 자기(self)

를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힘보다는 외부

의 힘을 중시하는 집합주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사고

를 하게 된다(Cho, 2007). 아시아 문화권의 사고방식은

여성 지도자에게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진

다고 할 수 있다. 집단과 의사소통을 나누려고 하는 욕

망을 통해 ‘내’가 그러한 규범들을 단호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Lipovetsky,

1994/1999).

홉스테드의 권력거리 이론에 따르면 아시아권 국가들,

동유럽권 국가들, 라틴계 국가들, 아랍어 사용권, 아프리

카 국가들은 권력거리 지수가 높다. 권력거리가 높은 문

화권에서는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위를 중요

하게 생각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

에게 대접을 해야 한다. 이는 조화와 상호 관련성을 중시

하는 집단주의와 연관성이 있는데, 권력거리 지수가 높

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가 자국적 전통 스

타일의 의복행동을 보이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권

력거리 지수가 높은 아랍권에서 여성 외에 남성 지도자

가 자국의 전통 스타일을 입는 모습에서도 이는 확인된

다.

이들 문화권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 또한 높은 편이다.

작은 권력거리는 특권이나 지위 상징을 언짢게 여기는

반면, 큰 권력거리의 집단은 특권이나 지위 상징을 당연

한 것으로 여긴다. 또한 군주와 신라, 아버지와 아들, 형

과 아우 등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강조한 유교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권력지수가 높은 아시아

와 아프리카에서 자국적 전통 스타일을 착용하는 점에

서 이를 알 수 있다. 앞서 Hall(1976)가 고배경 문화의 특

성으로 집단의 소속감이나 책임이 중요하므로 외모관리

나 의복선택 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하여 외모의

동조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통은 한 집단이나 공

동체 내에서 형성되어 역사적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이나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 체계를 말한다(Hofstede et al., 2010/2014).

의복은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를 가장 시각적으로 나타

내기에 동양 문화권의 여성 지도자는 집단과 국가의 특

징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통적 스타일을 선호한다

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역시 전통 스타일의 의복행동

을 보이고 있으나, 아프리카를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

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프리카의 경우 홉스테드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아

프리카는 토착 문화 이상의 학문적 연구가 미비하며 식

민주의를 벗어난 이후 긍적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자생적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겪지 못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우리 아프리카인’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1930년대부터 시작된 흑

인 정체성인 네그리튀드(negritude) 회복 운동의 맥락에

서 이해할 수도 있다(Yun, 2012). 이는 노예무역과 식민

지배를 거치며 서구인들이 왜곡시키고 짓밟았던 정체성

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남아공의 대통령인 타

보 음베키의 연설 ‘나는 아프리카인이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Yun, 2012).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과 정

체성을 위한 노력은 여성 지도자가 전통 스타일의 의복

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설명

한 높은 권력지수와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를 통해 자국

적 전통 스타일의 의복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국적 전통 스타일은 아프리카 대륙의 남성

지도자나 서아시아의 남성 지도자가 전통 복식을 착용

하는 모습에서도 서양의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국

의 전통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의상은 조

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간다는 목적 이외에도 국가

의 근본과 존속여부를 판가름하는 의미로 여기는 것이

다.

3. 절충적 스타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클래식 수트 스타일과

전통 스타일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클래식 수트와 전통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입거나 클래식 수트 스타

일에 자국적 전통 디자인의 소재와 디테일을 적용하여

입는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스스로를 환경에 맞추며 동시

다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동양인들의 보편적인 특성

이라고 한다(Nisbett, 2003/2004). 19세기 동 ·서양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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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문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동양은 서양의 기술적이

고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하게 된다. 서구화된 동양의 문

화는 지도자의 의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 지도자

의 절충적인 의복유형이 그러하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

령이나 태국의 잉락 칭나왓 총리는 전통 복식과 클래식

수트 스타일을 번갈아 입거나 전통적 소재와 디테일을

적용한 수트를 입는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아시아 일부 국가와 아

프리카는 전쟁과 원조를 통해 자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전통과 서구 생활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미술, 음악, 문학 등에서 서구와 아프

리카의 전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

과 서구 생활의 공존 정도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에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시

아의 경우 극동의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전통과 생활이 밀

착된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의 여성 지도자가

절충적 스타일의 의복행동을 보이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여성 지도자 의복행동을 문화이론에 따라 분석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 12).

V. 결론 및 제언

각 대륙의 환경에서 형성된 문화적 사고방식과 양식

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의복행동에 리더십과 함

께 반영된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여성 지도자의 패

션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문화권에 따른 여성 지도자

의 의복행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홉스

테드의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세계 여성 정치 지도자의 의복행동을 대륙별로 살펴

보면 클래식 수트 스타일과 자국적 전통 스타일, 그리

고 절충적 스타일로 유형화되었다. 공통적으로는 다수

의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현대화된 수트 차림을 입었으

며, 정상과의 단독 만남에서는 자국적 전통 스타일을 입

거나, 개인적 성향이 느껴지는 수트 스타일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클래식 수트 스타일은 유럽의 전통적 복식

이 1900년대 현대 패션화되어 전 세계에 일반화된 여성

의 수트 차림으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여성

지도자에게 나타난다. 전통 스타일은 자국의 전통적 이

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성 지

도자에게 나타나며, 이들 국가들은 클래식 수트와 자국

적 전통 스타일을 절충하여 입기도 한다. 이러한 대륙별

여성 지도자의 이미지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아프리카

라는 문화권으로 이어져 그들의 사고방식과 환경이 여

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홉스테드의 문화이론에 따르면 클래식 수트 스타일

은 개인주의와 낮은 권력거리, 낮은 불확실성의 회피 지

수를 보이는 국가와 일치한다. 자국적 전통 스타일은 집

Fig. 12. Clothing behavior analysis of world female leaders based on cultural dimension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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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의와 높은 권력거리, 높은 불확실성의 회피 지수를

보이는 국가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성으로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에 있어 클래식 수트

스타일과 자국적 전통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다. 전자가

개인의 활동성과 합리성, 그리고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

는 여성의 신뢰감을 표현하는 반면, 후자는 부분보다는

전체와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로 개인보다는 국가의 정

체성이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표현한다. 권력거리와

불확실성의 회피 이론 역시 이러한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으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계는 명확히 설명될 수

없었다. 절충적인 스타일은 불확실성의 회피 지수가 낮

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동 ·

서양 문화의 합리적인 절충, 혹은 전통과 서구 문화의

공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견해도

있으나, 산업 구조의 변화와 정보 사회의 도래로 미래 사

회는 여성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특성

이 미래 사회에 더 유용할 것이라는 예견과 같이 여성

지도자의 의복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문화의 중요성은 다음 미래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여성 지도자의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는 리더십과 전통, 그리고 대중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세계 여성 지도자에 대한 자료가 미미하여

수집하고 자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홉스테

드의 이론에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

각국의 세부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

나 본 논문을 계기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의 사례들이 다

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분석되어 패션정치라는 융합 학

문으로서의 발전은 물론, 패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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