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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perspectives on masculinity have changed and are expressed as a genderless style in fashion. Male

models wearing womenswear are frequently presented in menswear collec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gen-

derless men’s styles from the Heterotopia concept viewpoint. Heterotopia, coined by the post-modern philo-

sopher Michel Foucault, is a space that deviates from normality and a space of alternativ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mbined with a literature study and case study. Contemporary men's genderless styles exa-

mined through the Heterotopia concept are categorized as transition, deviation, contradiction, crisis, and co-

existence. Genderless phenomenon are also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as well as the youn-

ger generation who express personality and social messages through a genderless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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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남성복 패션, 드래그 퀸, 호모섹슈얼리티

I. 서 론

남성복의 젠더리스(genderless) 현상은 몇 해 전부터 세

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패션저널『BOF(The Business of Fa-

shion)』와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젠더리스 현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Fernandez, 2017; Safronova, 2016).

2017년 10월 서울패션위크에서도 젠더리스 현상에 대한

세미나 ‘Fashion in the Age of Genderless’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젠더리스 패션현상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정상(normal)’으로 자리잡혀가

고 있다고 하였다. 젠더리스 패션은 미디어의 발달로 더

욱 가속화되었으며, 젊은 세대들은 젠더리스 스타일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

다.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스커트나 드레스와 같은 여성

복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복식이 남성의 복식으로 소

개되고 있다. 또한, 자라(Zara)와 에이치앤엠(H&M)은 젠

더리스 스타일의 일환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사이즈로 표현되는 에이젠더(agender) 스

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었던 여

성이 주체가 된 사회운동인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생물학적 성(sex)에서 사회적인 성을 의미

하는 젠더(gender)로 바뀌었다(Entwistle, 2000/2013). 남

성성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션에

서 이러한 변화는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로서 지속

해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평등한 지위와 권리

를 갖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움직임은 패

션에도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후반 남성들의 전유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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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팬츠가 여성의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세

기에는 여성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성의 구별이 없는 유

니섹스 룩(unisex look),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공

존하는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 등장하였

다. 현재에는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에서 성의 인

식 변화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대표적 철학가 미셀 푸코(Michel Fou-

cault)는 그의 저서『헤테로토피아』(Foucault, 2009/2014)

를 통해 인식의 공간에 대하여 재조명하였다. 헤테로토

피아는 정상성을 벗어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대안의 공간을 가리킨

다. 비슷한 맥락으로 역사 속에서 패션은 몸을 매개로 표

현되는 환상의 공간이자 현실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시각에서 남성복 젠더리스 패션

을 분석하고자 한다.

헤테로토피아 이론은 문학, 예술, 미술, 건축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헤테로토

피아 이론을 문학, 예술, 건축뿐만 아니라 패션에 적용한

다면 사고를 확장하고 사회현상의 일부로서 패션현상

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헤테로토피아 이론을 통해 남

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을 정상성을 벗어나는 판타지의 공

간이자 대안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Seo(2011)가 헤테로토피아의 유동적

공간관으로써 여성복 패션을 분석하였고,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여성복 패션디자인 발상법에 적

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가 여성복 패션디자

인이나 발상법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 개

념을 통해 남성복에서 나타나는 젠더리스 현상을 일상

적 기능에서 벗어나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젠더리스 스타일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

패션에 나타나는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논문과 관련 서적, 단행본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

여 젠더의 개념과 복식에서의 젠더 개념, 헤테로토피아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복식과 헤테로토피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정립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헤테

로토피아 관점에서의 복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젠더리스

를 범주화하여 남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범주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보그닷컴(https://www.vogue.com)

과 삼성디자인넷(http://www.samsungdesign.net), 퍼스트

뷰코리아(http://www.firstviewkorea.com)를 활용하였다.

선정된 150개의 자료 중 석사 이상의 패션전문가 5인의

검증을 거쳐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명확하게 반영한 23개

의 자료를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 패션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등장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남성

들의 외모 꾸미기(grooming)와 패션에 대한 관심은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복에서 보이는 요소

들이 남성복으로 넘어온 젠더리스 패션현상 연구가 이

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남성복 패션에 나타

난 젠더리스 경향을 분석하고자 2013년부터 2018년 컬

렉션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식과 젠더

서구의 중세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단순하고 길

이가 긴 헐렁한 튜닉 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했다. 1340년

맞춤복의 출현과 재단기술의 발달로 처음으로 복식에

서 성차가 나타나면서 남성들은 강인한 신체를 강조하

여 복식으로 표현하였다. 남성 복식은 패드를 넣어 넓은

어깨를 강조하거나 몸에 꽉 끼는 타이즈 형태를 착용하

여 날씬한 엉덩이와 다리를 강조하였다. 반면, 여성 복식

은 신체를 꽉 조이거나 노출이 많은 복식으로 여성미를

부각했다(Rouse, 1989/2003).

18세기 말에 이르면 복식은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따른 차이가 아닌, 사회계급, 부와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복식은 다른 계급과 구별 짓

는 역할을 하였고,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 모두 장식이

많고 화려하였다. 모피, 보석, 가발, 레이스, 실크와 같은

요소들은 남성, 여성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Li-

povetsky, 1987/1999).

산업혁명부터 19세기 후반 서구사회는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성에 바탕을 둔 남성

중심 문화인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었다. 신흥 부

르주아 계급은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강화했다. 남성들

은 여성을 감성적이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

여, 당시 패션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강하였다.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남성에게 여성의 전유물인

패션은 하찮고, 감성적이고, 여성의 것이라고 인식되었

다(Lipovetsky, 1987/1999). 패션은 남성에게 외면받았고,

19세기 말부터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의 차이가 나타났

다. 성차에 의한 복식은 소재, 스타일, 장식, 착용방법, 색

상으로 상징 의미를 전달하였다. 신체 차이에서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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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은 성적 매력을 자극하기 위해 각

각의 기호들을 강조하였다(Entwistle, 2000/2013). 19세

기 말 상류계급 남성들은 이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단

조롭고 엄격한 복식을 착용했다(Rouse, 1989/2003). 장

식성이 배제된 엄숙하고 실용적인 슈트로 권위와 근대

성이라는 미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전형적인 남성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남성은 이성을 바탕으로 위계 원

칙에 의해 지배되어 사회 직위와 남성성을 복식으로 표

현하였다. 남성 복식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고, 활동성

이 편안한 팬츠를 중심으로 직선적이고 단순한 기능적

이미지나 무채색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여성 이미지는

남성과 대조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을 우위에 두었다. 여

성 복식은 신체를 노출하거나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을 자

극하였고, 곡선이 많고, 화려한 장식, 높은 채도, 파스텔

톤의 색채로 표현되었다(Kim, 2013). 이로써, 스커트, 화

장, 몸치장, 화려하게 장식되거나 몸을 구속하거나 변형

시키는 속옷, 하이힐, 신체 장식과 장신구는 여성을 나타

내는 성별 기호로 상징화되었다(Choy, 2000).

20세기에 들어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통적

인 남성성이 변화하였고, 남성 패션도 조금씩 바뀌기 시

작하였다. 세계대전으로 군사적 남성 이미지는 더욱 강

화되어 남성 복식도 권위적이고 강인한 전통적 남성 이

미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으로 강대국이

된 미국의 영향으로 남성복은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가벼

운 스타일로 바뀌었다. 또한, 스포츠의 확산 및 여가의

보편화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기성복 산업의 발

달로 전통적 남성 슈트는 엄격함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 스타일로 변화했다(Kim & Yim,

2015).

20세기 후반에는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

고 성별에 따른 역할도 분화되어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

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

의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1980년대에 들어와 포스트모더

니즘의 영향으로 양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

성과 여성의 성의 차이에 주목하였고, 젠더에 대한 인식

이 시작되었다(Lee, 2012). 젠더의 이해는 성과 성별의 구

별에서 시작된다. 성은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를 뜻하며, 젠더는 문화적 사회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 문

화적 차이를 의미한다(Stryker, 2008/2016). Butler(2006/

2008)에 의하면 젠더는 재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per-

formative)인 것이다. 젠더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나 행위로 나타나며, 젠더의 수행성은

반복적이고 의례적이다. 젠더는 ‘반복된 몸의 스타일 만

들기’이고, 대단히 규제된 틀 안에서 ‘반복되어온 행위’

인 것이다(Butler, 2006/2008).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위대한 남성성의 포기(The Gr-

eat Male Renunciation)’ 이후, 1960년대부터 포스트모더

니즘의 영향으로 ‘남성성의 환원(The Great Masculine Re-

clamation)’이 시작된 것이다(Kedves, 2013). 포스트모더

니즘의 영향은 페미니즘과 하위문화에 나타났고, 특히

대중음악에서 두드러졌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와 보이 조지(Boy George)는 여성 복식의 전유물이었던

메이크업, 리본 장식, 바디슈트, 스커트로 치장하였다

(Fig. 1)−(Fig. 2).

1980년대 이르러 남성성의 환원은 정점에 이르게 되어

(Gibson, 2000), ‘뉴맨(new man)’이 등장하면서 남성 패

션의 해체현상이 일어났다. 남성들은 다른 남성의 패션

과 몸을 응시(gaze)하고, 동시에 응시의 대상이 되었다

(Yum, 2011). 또한, 과거의 단조로운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남성복에서 유행이 극단적으

로 자주 발생했다. 1987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

tier)는 컬렉션에 남성용 스커트를 등장시켜 패션에서 젠

더의 구분에 도전하였다(Fig. 3). 고티에는 남성도 여성

처럼 매혹적이고, 섬세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섹시하

고 유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use, 1989/

2003). 남성복 패션은 여성 복식의 기호들을 과감히 차용

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패션에서의 유

희와 저항의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남성들의 치장과 그루밍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성의 구별이 없는 남녀 복식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중성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젠더

리스 패션이 컬렉션에 등장하였다. 젠더리스 룩은 현대

인들의 성 역할에 대한 반발이며 인간 내면 욕구의 표출

이다. 유니섹스 룩이나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성을 지

향한 여성의 욕구에 의한 표출이었다면 젠더리스 룩은

남성 해방을 의미하는 남성들이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Lee & Kim, 2005).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남성상인 메트로섹슈얼(me-

trosexual)이나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의 등장으로 다

양한 모습으로 젠더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남성은

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남

성미에서 벗어난 남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방송

이나 잡지 등 미디어에 등장하여 ‘꽃미남’이라는 신조어

를 만들었다(Fig. 4). 문화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p-

son)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

어로 설명했다(Lim, 2017). 메트로섹슈얼은 세련된 미적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 629 –

감각과 교양을 지닌 도시 남성을 뜻한다. 메트로섹슈얼

은 과거 힘으로 대표되었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

어나, 여성적 라이프스타일인 패션, 뷰티, 성형 등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였다(Hahn & Kim, 2012). 크로스섹슈

얼은 여성들의 복식,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메이크업을

하나의 패션코드로 생각하고 즐기는 남성들을 뜻하며,

이들은 여성들의 취향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

다(Hahn & Kim, 2012).

최근 런웨이에서는 베트멍(Vetements)과 구찌(Gucci)

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듯, 남성복과 여성복이 통합되어

선보이고 있다. 성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닌 경험에

의해 수행되는 정체성과 개인 취향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1)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프랑스 철학가 미셀 푸

코(1926~1984)가 고안한 개념으로 ‘heteros(다른)’와 ‘to-

pos(장소)’를 합쳐 만든 신조어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서

로 다른 이질적 장소로, 일종의 반(反)공간(contre-esp-

ace)을 뜻한다. 또한, 모든 장소에 맞서 중화 혹은 정화시

키기 위한 대안의 장소이자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Foucault, 2009/2014).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헤테로

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연구하는 과학을 헤테로토폴

로지(heteropologies)라 명명하고, 그 특성들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첫째, 헤테로토피아는 매우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

는데 크게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와 ‘일탈’의 헤테로토

피아로 나눌 수 있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는 원시사회

에서 특권화, 신성한, 혹은 금지된 장소들로 존재했다.

이 특권화 또는 신성시된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

적 위기(crise biologique)’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다.

사춘기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집, 월경 중인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집,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을 위한 오

두막이 이러한 예이다. 위기의 헤테로토피아가 점점 사

라지고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일

탈의 헤테로토피아는 사회가 평균 혹은 규범의 요구로

부터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마련해 놓은 장소

이다. 여기에는 요양소, 정신병원, 감옥이 속한다(Fou-

cault, 2009/2014).

둘째, ‘전이’의 헤테로토피아이다. 하나의 사회는 역사

의 흐름에 인한 변화에 따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헤테로

토피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헤테

로토피아는 사회 내부에서 저마다 일정하고 정확한 기

능을 가진다. 이것이 위치하는 문화적 공시태에 따라 기

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묘지이다. 18세

기 말까지 묘지는 바로 도시 중심, 교회의 옆에 있었다.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 자리 잡았던 묘지는 근대 문

명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19세기

에 묘지는 질병의 장소이자 죽음의 장소로 인식되면서

19세기 중엽 마을 경계 외부 구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로써 더 이상 묘지는 동네를 상징하는 신성하고 불멸의

Fig. 1. David

Bowie, 1973.

From Blackman.

(2012). p. 250.

Fig. 2. Boy

George, 1981.

From Werle.

(2010). p. 161.

Fig. 3. Jean Pual 

Gaultier, 1987.

From Blackman.

(2012). p. 296.

Fig. 4. David

Beckham, 2005.

From Werle.

(2010).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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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이 아니었다(Foucault, 2009/2014).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

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에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은 사각형 무대 위에서 서로 무관한 일들

이 발생하며, 이차원의 스크린에 삼차원의 공간이 영사

되는 것을 보는 아주 기묘한 정방형의 방인 셈이다(Fo-

ucault, 2009/2014).

넷째,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인 시간과 완전한 단절

속에 있을 때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며, 대개 시간의 분

할과 연결된다. 이곳은 시간이 축적되는 영원의 헤테로

토피아와 그 반대의 영역으로 가볍고 일시적이며, 불안

정하게 시간과 연계된 헤테로토피아 공간이다. 우선 무

한히 집적되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아에는 도서관과 박물

관이 있다. 17세기까지 박물관과 도서관은 개개인의 선

택이 표현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19세기의 박물관과 도

서관은 모든 것을 축적한다는 발상, 일정량의 보편적인

아카이브를 발상한다는 발상, 한 장소 안에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형식, 모든 취향을 가두어 놓으려는 의

지, 시간 그 바깥에 있으면서 부식되지 않는, 모든 시간

을 담아둘 장소를 구성하려는 발상 등 고정된 어떤 장소

에 시간을 영원하고 무한하게 집착하려는 기획으로서

근대성의 헤테로토피아로 대표되는 장소이다. 시간의 축

적과 연계된 헤테로토피아의 반대편에 위치한 헤테로토

피아는 한시적이다.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장터, 서커스,

휴양촌이 그 예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곳은 ‘혼재’의

공간이다(Foucault, 2009/2014).

다섯째,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동

시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전

제한다. 군대나 감옥의 경우처럼 강제로 들어가거나, 아

니면 어떤 의례, 정결 의식에 따라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도의 목욕탕과 같이 반은 종교적이고 반은 위

생적인 목적의 정결 의식도 있고,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사우나와 같이 겉보기로는 순전히 위생적인 목적의 정

결 의식도 있다. 반대로 전면적으로 열려 있는 모습을 한

헤테로토피아들도 있는데, 이는 은밀하게 권력이 작동하

는 공간이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식 모텔 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모텔은 불법적인 섹슈얼리티(sexuality)

가 보호되고 감춰지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못

하는 고립의 공간이다(Foucault, 2009/2014). 이 공간은 권

력으로 가려진 타자들의 ‘일탈’의 공간이다(Kim, 2017).

여섯째,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

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두 가지 상반된 형

상으로 나타내는데, 이 공간은 ‘환상(illusion)’ 공간을 만

들어내는 동시에 ‘보상(compensation)’의 역할을 수행한

다.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여타의 현실을 훨씬 더

환상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며 하나의 환상을 창조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보상의 헤테로토피아는 지상에 위

치하는 하나의 현실적 장소를 자신만의 상상 혹은 환상

에 입각해 완벽히 새롭게 구성 ·창조하는 방식이다. 즉,

사창가가 환상의 헤테로토피아이고, 식민지가 보상의 헤

테로토피아이다. 사창가는 루이 아라공(Louis Aragon)이

말했던 것처럼 나머지 현실이 환상이라고 고발하는 환

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작동하며, 식민지는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고 정돈된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 냄으로써 기능한다(Huh, 2011). 이것은 ‘모순’의

공간이다(Foucault, 2009/2014).

푸코는 각각의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 공

간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특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조형

성을 표현하는 패션과 건축 분야에서는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패션 분야의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

의 공간관을 모순, 전복, 고립, 일탈과 복잡으로 분류하

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 창작에 적용하였다. Kim

(2017)에 의하면, 모순은 의복을 구성하는 이질적인 소재

들이 공존하여 나열되는 공간이다. 전복은 의복의 위치,

착장의 순서, 안과 밖이 뒤집어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

고 재가공과 재배치되는 공간이다. 고립은 권력에 의해

몸이 고립되는데 문신, 화장과 해부 등의 권력상징 이미

지로 인체가 은폐되고 또 다른 고립의 표현이다. 일탈은

금기된 여성성의 상징 공간의 일탈과 의복을 불규칙한

선과 면으로 떼어내어 내는 것이다. 복잡은 이질적인 요

소들을 쌓는 비정형의 복잡과 또 다른 유형으로는 외부

에 교차하는 구조가 내부의 구조와 순환하여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건축 분야의 Kim et al.(2014)은 헤

테로토피아 공간관을 기존의 공간이 가지는 질서가 수

용하지 못하는 이질성 속에서 그 이질성의 부분들과 함

께 이질성들이 한데 묶이는 것으로 보았다. 현대 건축 공

간을 개별적인 오브제의 이질적인 공간을 모호한 경계,

중첩 등의 관계로 분석하여 공간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공간 특성으로 도시 공간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Kim

(2017)과 Kim et al.(2014)의 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판타지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일탈, 전이, 모순, 위

기, 혼재로 개념화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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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과 헤테로토피아의 관계

패션은 자아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수

용 및 거부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 패션은 이상미

를 표현하기도 하고, 반사회적 의미의 메시지를 표현하

기도 한다. 패션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시적 메시지이자

저항의 도구 중 하나이다.

1960~70년대에는 패션을 통한 반소비주의와 이분화된

성에 저항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아방가르드 현상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포

스트모더니즘이 패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여성

해방운동과 복식을 통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하위문

화인 히피가 대표적 예이다. 그들은 메시지를 가시화하

는 전략으로 패션을 이용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

한 여성 해방운동은 ‘브라를 태우자’라는 슬로건으로 모

노키니를 선보였다. 이 운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여

성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여성 복식에 남성 이미지를 차

용하는 유니섹스 룩과 앤드로지너스 룩이 등장하였다.

이 시대의 뮤지션은 기존의 성에 대한 저항 의식을 그들

의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청년 하위문화

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성의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Kim, 2013).

이처럼 역사적 현상으로서 패션은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복식으로 환상성을 표현하거나 복식을 통해 기존의

제도를 거부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안의 공간

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헤테로토피

아는 반공간으로 판타지의 공간이자, 대안의 공간이라

는 관점에서 패션과 헤테로토피아에 공유되는 맥락이 발

견된다. 젠더리스 패션은 과거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남성주의에 반대하고, 남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

복식에 대한 판타지와 소외된 남성성을 표현하는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패션을 향유하는 즐거움은 여성의 특권

이자 전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남성성의 파편화로

남성성의 표현은 다양해졌고, 남성들도 패션을 삶의 일

부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남성복 젠더리스 패션은 기

존의 관습에 대항하는 방식이자 유희의 방식이 되었다.

보수적이었던 남성복 패션이 적극적으로 패션을 진지

하면서도 유희적인 방식으로 향유하고 있으며(Gibson,

2000), 이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전이는 젠더리스 남성복 패션에서 시대흐름 속

에서 여성 복식의 영향으로 인한 남성 복식의 변화로 표

현된다. 일탈은 원래의 공간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

것은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에서 남성들이 여성 전유

복식의 착용으로 나타난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들

이 한 공간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모순은 남성복의 젠더

리스 패션에서 남성의 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외양화

로 표현된다. 위기는 생물학적으로 위기를 겪는 개인의

공간으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로 표현된다.

다양한 것이 함께 존재하는 혼재는 남성 몸에서 표현되

Table 1.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and Heterotopia in genderless fashion

Types of Heterotopia Spac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Heterotopia in

Genderless Fashion

The 18th century cemetery was sacred and symbol-

ized the neighborhood, but in the 19th century it

was recognized as a place of illness and death

Transition:

The meaning changes

as the time changes

A variation of

what it was originally

A place that society has prepared for individuals

whose behaviors deviate from the average or nor-

mative demands such as rest home and psychiatric

hospital

Deviation:

Escaping from

the original area

The case of exclusive

women's dress being

transferred to menswear
The motel room in the United States is a place

where illegal sexuality is protected and hidden

The theater can see things that are irrelevant to each

other on the stage, and a three-dimensional space pro-

jected on the two-dimensional screen

Contradiction:

The incompatible ones

exist with each other

The men's body being

exhibited as women's

appearance

A special house for adolescents, a special house for

menstruating women, and a cottage for women wait-

ing for delivery

Crisis:

Biological conjuncture of

taboo and sanctification

Homosexuality

The idea of accumulating everything of all time, all

ages, all forms and all tastes in one place such as

library and museum

Co-existence:

Various things exist 

together

Co-exist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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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성성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헤테로

토피아의 공간의 개념과 특징이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

션에 적용되는 구조를 <Table 1>과 같이 정리했다. 특징

별 사례는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III.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통해

분석한 남성복 젠더리스 패션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헤테로토피아는 판타지의

공간이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헤테로

토피아 공간관의 특징은 일탈, 전이, 모순, 위기, 혼재이

다. 젠더리스 패션은 남성의 신체 공간에서 표현되는 환

상의 공간이자 대안의 공간으로, 젠더리스 패션은 남성

들에게 있어 헤테로토피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헤테로토피아의 5가지 특

징인 전이, 일탈, 모순, 위기, 혼재를 복식과 연결지어 젠

더리스 패션의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특징

과 사례들은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며 여러 특성을 공유

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범주별 대표적 사례를 분석

하였다.

1. 전이: 여성 복식의 영향으로 인한 남성 복식 아

이템의 변화

근대 이후 남성 복식은 근엄함과 권위를 표현하고자

단순하며 장식성이 없는 무채색의 계열이었으나, 성의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남성의 상징들이 색상, 소재, 디

테일, 실루엣에서 여성복의 영향이 전이되어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남성 팬츠의 길이는 길었으나, 성의 인식

변화로 팬츠 길이에도 변화가 생겨 숏 팬츠가 자주 등장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 복식은 직선적이고

장식이 없으며 단조로웠다. 그러나 최근 남성복에서는

여성복의 영향으로 과거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비대칭적

요소나 화려한 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

을 대표하는 색상은 블루, 여성을 대표하는 색상은 핑

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Entwistle, 2000/

2013). 어린아이의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남자아이

에게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히고, 여자아이에게는 분

홍색 옷을 입혔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최

근 남성복에서는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색에 대한 경

계가 무너지고, 여성을 상징했던 색채들이 남성 패션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찌 컬렉션에서는 화려한 무늬와

색상의 숏 팬츠를 입은 모델이 등장하였고<Fig. 5>, 전

통적 현대 남성복에서 찾기 어려운 화려한 자수가 놓인

롱 코트<Fig. 6>, 전체적으로 여성 복식에서 주로 보였

던 파스텔톤의 컬러와 소재, 디테일 그리고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아진 팬츠 실루엣의 룩이 런웨이에 등장하였

다(Fig. 7). JW 앤더슨(JW Anderson)은 비관습적인 빨간

색 비대칭 재킷으로 여성복에서 영향을 받은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을 선보였다(Fig. 8).

2. 일탈: 여성 전유 복식의 착용

남성 복식 아이템이 여성복의 영향으로 전이되는 현

상을 넘어, 남성들은 금기시되어 온 스커트, 핫 팬츠, 스

타킹, 핸드백과 같은 여성 복식 아이템을 과감하게 착용

Fig. 5. Gucci,

2018 Resort.

From Mower. (2017c).

http://www.vogue.com

Fig. 6. Gucci,

2017 F/W (I).

From Mower. (2017a).

http://www.vogue.com

Fig. 7. Gucci,

2016 S/S.

From Blanks. (2015b).

http://www.vogue.com

Fig. 8. JW Anderson,

2013 S/S.

From Schneier. (2012).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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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성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다. 과

거와 달리 남성들은 여성들로부터 복식의 착용습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Hollander, 1994/1996). 남성들은 여성

들의 전유물로 기존의 성의 관념에 대해 저항하며 변화

된 젠더 인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스커트와 원피스 드레스는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남성복 컬렉션에서 스커트와 드레스를 착

용한 남성 모델들을 쉽게 볼 수 있다(Fig. 9). 영화배우

제이든 스미스(Jaden Smith)는 평상시에도 스커트를 입

거나 스커트와 레깅스, 팬츠와 레이어링된 스타일을 연

출하여 화제가 되었고, 젠더리스 패션의 아이콘이 되어

2016년 루이뷔통(Louis Vuitton) 여성복 광고 캠페인 시

리즈(Series 4)의 메인 모델로 발탁되었다(Fig. 10). 또한,

전통적 남성들은 노출은 금기시하였지만 최근 젠더 해

체현상으로 남성 복식에서도 여성처럼 과감한 노출로

신체를 드러내고 있다. JW 앤더슨은 여성 복식에서나

보아왔던 어깨라인과 데콜테라인이 드러나는 탑과 에

이라인(a-line)의 러플(ruffle) 디테일의 하의를 등장시켰

다(Fig. 11). 화려한 장신구, 굽이 높은 구두, 스타킹, 숄

더백은 최근 젠더리스 남성복 패션의 경향으로 남성복

에서도 볼 수 있다. 구찌 컬렉션에서 남성 모델은 여성의

상징인 하이힐과 숄더백, 그리고 반지와 귀걸이 등의 화

려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Fig. 12).

3. 모순: 남성의 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외양

남성의 몸에서 여성의 외양(appearance)을 재현한 모

순은 여장 남자의 드래그 퀸(drag queen), 남성들의 메이

크업(make-up), 여성과 같은 깡마른 몸(skinny body)과

같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몸과 젠더의 기호들이 공존하

며 젠더리스 패션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은 남성의 몸에

서 여성을 외양을 재현하면서 성과 젠더의 간극을 좁히

고 있다.

드래그 퀸은 남성의 몸에서 드래그를 수행하고 있다

(Fig. 13)−(Fig. 14). 드래그 퀸은 실제 여성처럼 꾸미고

있지만, 이는 연기의 일종이며,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나

타난다(Butler, 2006/2008). 톰 브라운(Thom Browne)의

2014 S/S 컬렉션에서 남성 모델은 여성의 상징인 레드

립(red-lip) 메이크업으로 등장하였다(Fig. 15). 화장은 날

마다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변신하는 것으로 억제되어

있는 자신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며, 유연한 자신을 만

들어내는 행위라고 볼 때(Daibo & Koyama, 1996/2005),

드래그 퀸이나 남성들의 여성화된 외양으로서의 화장은

남성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자 남성의 육체로써 억제

되어있는 자신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며, 또 다른 자기 정

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어깨가 발달하고 근육질의 신체를

이상적이고 남성을 상징하는 외양이라고 인식하였지만,

최근 런웨이에 등장하는 남성 모델들은 전통적 남성의

상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자이너 에디 슬

리먼(Hedi Slimane)은 ‘스키니즘(skinnism)’이라 명명된

스키니 스타일의 남성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Park &

Yim, 2017). 근육 없는 깡마른 남성의 몸과 허리선을 강

조한 슬림핏은 남성의 몸을 여성스럽게 나타내며, 새로

운 외양을 제시하였다(Fig. 16).

Fig. 9. Givenchy,

2016 S/S.

From Blanks. (2015c).

http://www.vogue.com

Fig. 10. Series 4.

From Louis Vuitton.

(2016).

https://www.louisvuitton.com

Fig. 11. JW Anderson,

2013 F/W.

From Furniss. (2013).

http://www.vogue.com

Fig. 12. Gucci,

2017 F/W (II).

From Mower. (2017b).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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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 호모섹슈얼리티

남성복 젠더리스 패션에서 고유한 남성성의 위기는

동성의 응시를 염두에 두고 남성의 성을 과장되게 표현

하는 호모에로틱(homoerotic) 스타일을 통해 마초(ma-

cho)적 혹은 관능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소외되고 정상성에서 벗어난 호모섹슈얼리터는 젠더

리스 패션으로서 기존의 관습적인 성에 대한 사고를 거

부하며, 그들의 생물학적 성의 위기를 과감하게 드러내

고 있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주로 여성들이 응시의 대상

이었지만 전통적 성의 해체로 남성들도 서로에게 응시

의 대상이 되었다. 컬렉션에서 남성들은 복식으로 남성

들에게 보호받고 싶은 남성인 호모에로틱한 방식 혹은

남성성을 극도로 강조하여 마초적으로 표현하며 고유

한 성의 위기를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enne Westwood)의 2018 S/S 컬렉션에서 깡마른

남성 모델은 타이트하고 노출이 많은 복식과 몸의 문신

으로 남성적이면서도 남성에게 보호받고 싶은 호모에로

틱한 스타일을 표현하였다(Fig. 17). 남성 모델은 남성의

남근을 강조하여 호모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 베

르사체(Versace)의 2014 F/W 컬렉션에서 남성 모델은 남

성미를 상징하는 가죽 재킷과 함께 남근이 강조되는 하

의를 입어 남성성을 강조하였다(Fig. 18). 마초이즘은 여

성과 관련된 남성 우월적 시각과 관련되며 근육질적인

남성다움의 과장으로 나타났다(Kim & Yim, 2015). 톰 브

라운은 전통적 남성의 상징인 근육을 표현하듯 과장된

실루엣으로 마초적 남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19).

5. 혼재: 양성의 공존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에서 혼재는 전통적으로 인식

해왔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뒤섞여 나타나는 엔

드로지너스 룩으로 표현된다. 산드라 뱀(Sandra Bem)(as

cited in Kim, 2013)에 의하면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양분

화된 범주로 인간을 국한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남성이

나 여성은 모두 남성적 특질과 동시에 여성적 특질을 함

께 지닐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복식을 통해 서로

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시각적으로 표출하였으며 두

특성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 Kim, 2009). 서로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새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성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

신세계를 나타낸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모두 느껴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모두 특

성이 제거된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중성적 이

미지의 표현 특성은 유니섹스와 상통하지만 남성과 여

성의 전유물로써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복식을 서로 교

류하여 착용함으로써 유니섹스와 구별된다(Kim & Ge-

um, 1998).

톰 브라운은 전통적으로 남성을 상징화하는 무채색의

단조로운 재킷과 여성의 전유복인 스커트를 같이 착용

시켜, 각각의 성에서 오는 감성을 극대화한 룩을 선보였

다(Fig. 20). 지방시(Givenchy)의 남성 모델은 여성 복식

에서 주로 볼 수 있던 양갈래로 땋은 머리, 빨간색의 화

려한 무늬의 블라우스, 채색된 손톱, 검정 스커트를 남

성의 몸과 남성을 상징하는 팬츠와 함께 착용하여 양성

Fig. 13. Betsey Johnson,

2015 S/S.

From Sherman. (2014).

http://www.vogue.com

Fig. 14. Drag Queen

Kim Chi, 2015.

From kimchi_chic. (2015).

https://www.instagram.com

Fig. 15. Thom Browne,

2014 S/S.

From Blanks. (2013).

http://www.vogue.com

Fig. 16. Dior Homme,

2018 F/W.

From Mower. (2018).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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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표현하였다(Fig. 21).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전

형적인 남성을 상징하는 어두운 색상, 어깨가 강조되는

실루엣의 코트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던 화려한 목걸

이를 스타일링하여 양성을 혼재하여 선보였다(Fig. 22).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Charles Jeffrey Loverboy)는 과거

남성 이미지를 대표했던 딱딱하고 무거운 가죽 소재와

여성의 외양을 상징했던 메이크업, 허리를 강조한 실루

엣, 러플 디테일, 길이가 짧아진 주름이 풍성한 숏 팬츠

와 롱 부츠를 매치하여 양성성을 표현하였다(Fig. 23).

IV. 결론 및 제언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함

께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

다. 패션에서 이러한 변화는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로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복의 패션에

나타나는 젠더리스 스타일을 미쉘 푸코의 헤테로토피

아 개념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푸코는 그의 저서『헤테로토피아』에서 인식의 공간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있었다. 헤테로토피아는 일종의 반

공간이자 모든 장소에 맞서 그것을 중화 혹은 정화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하여,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을 지시

한다.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에서는 기존의 관습에 대

한 저항이자 유희의 방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인 전이, 일탈, 모순,

위기, 혼재의 개념을 패션의 맥락에서 해석한 결과를 통

Fig. 17. Viviene Westwood,

2018 S/S.

From Leitch. (2017b).

http://www.vogue.com

Fig. 18. Versace,

2014 F/W.

From Blanks. (2014a).

http://www.vogue.com

Fig. 19. Thom Browne,

2014 F/W.

From Blanks. (2014b).

http://www.vogue.com

Fig. 20. Thom Browne,

2018 S/S.

From Leitch. (2017c).

http://www.vogue.com

Fig. 21. Givenchy,

2015 F/W.

From Blanks. (2015a).

http://www.vogue.com

Fig. 22. Raf Simons,

2017 F/W.

From Leitch. (2017a).

http://www.vogue.com

Fig. 23. Charles Jeffrey

Loverboy, 2018 S/S.

From Mower. (2017d).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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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근대 이후 남성 복식은 근엄함과 권위를 표현하

고자 단순하고 장식성이 없고 무채색의 계열이었으나,

최근 젠더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남성의 상징들이 색상,

소재, 디테일, 실루엣에서 여성복의 영향이 전이되어 나

타났다.

둘째, 남성복에 금기시되어 온 스커트, 핫 팬츠, 스타

킹, 핸드백과 같은 여성 복식 아이템을 과감하게 착용함

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성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다.

셋째, 남성의 몸에서 여성의 외양을 재현한 모순은 여

장 남자의 드래그 퀸, 남성들의 메이크업, 여성과 같은 깡

마른 몸으로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몸과 젠더의 기호들이

공존하는 젠더리스 패션으로 나타난다.

넷째, 고유한 남성성의 위기는 동성의 응시를 염두에

두고 남성의 성을 과장하게 표현하는 호모에로틱 스타

일을 통해 마초적 혹은 관능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섯째, 혼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성이 공존하여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성복의 젠더리스 패션은 남성들에

게 판타지의 공간이자,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관념에 대

한 도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들은

젠더리스 스타일을 통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과장

되게 패션을 향유하고 있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은 남성복 젠더리스 패션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새

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남성 젠더리스 스타일을 읽어내고 연구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젠더리스 패션은 문화,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한 저항

의 메시지이며, 새로운 세대의 언어수단이다. 또한, 자

기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현상 중 하나이자 수단이기도 하다. 많은 패션 럭셔리하

우스는 젠더리스 스타일로 진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젠더리스 패션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과 정체

성을 표출하고 있다. 1960년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들이 남성복을 입는 것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없어졌듯,

앞으로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하

는 등 여성의 전유물을 차용하면서 여성 복식이 남성 복

식으로 전이되는 젠더리스 현상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

닌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에서 현대

남성복 젠더리스 현상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로 젠더

리스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동인(agency)을 밝히고

패션이미지와 미디어에 나타난 젠더리스 양상을 분석

하는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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