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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획일화, 규범화를 벗어나는 움직임

이 강해지고 있다(J.-e. Lee, 2021). 패션산업에서도 이

러한 경향과 함께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뉴트럴 

패션’, ‘젠더리스 패션’에 주목하고 있다(Chung et al., 

2018). 복식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젠더규범

을 제시하며 동시에 새로 제시된 젠더규범을 벗어나

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젠더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복식의 시작점으로는 19세기의 ‘이성주의 복

식(Rational dress)’을 들 수 있다(Kim, 2013). 이성주의 

복식은 당시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던 코르셋을 벗고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바지를 여성복의 영역에도 

포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복식

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동성의 제약에

서 벗어나도록 하였다(Hollander, 1995). 이는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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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코르셋(Escape the corset)’

의 양상과도 연결이 된다. 탈코르셋은 사회에서 여성

의 이상적 복식 형태라고 여겨왔던 화장, 긴 머리, 타이

트한 옷 등을 코르셋에 비유하였고, 이를 거부함으로

써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젠더규범에 이의를 제기한다. 두 복식을 통한 움직임

은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 이성주의 복식에서는 물질로 존

재하는 코르셋이 여성의 몸을 실질적으로 억압하였다

면, 현재 탈코르셋에서의 코르셋이란 여성에게 복식

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억압을 상징한다. 즉 탈코르셋

에서 19세기 실재 복식이었던 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여

성복식을 통해 주어지는 사회적 억압’이라는 상징적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이성주의 복식의 맥락을 이어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더해 탈코르셋의 영향

으로 최근 보이는 ‘노브라(여성 보정속옷인 브레이지

어를 입지 않는 것)’를 추구하는 현상은 여성의 상체를 

보정하는 속옷을 입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형태의 유

사함을 보이고 있어(S. Y. Kim, 2021)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두 

복식의 형태 및 복식으로 인한 움직임은 페미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

르셋은 시대와 지역이 다른 복식이라도 여성인권의 향

상이라는 중심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은 시대와 국가와 커다

란 간극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해당 시

대에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여성복식의 범주, 즉 복식

이 주는 젠더규범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기에 두 복식을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카툰(Cartoon)과 웹툰(Webtoon)은 각 시대의 특징

을 이미지와 스토리를 통해 반영하며, 당대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축적 및 풍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

징이 있고, 재미의 제공은 물론 하나의 공론장을 형성

하는 역할을 한다(Youn, 2018). 또한, 카툰과 웹툰은 대

중성, 예술성,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을 고루 갖춘 효율

성이 높은 문화콘텐츠로(Kim & Choi, 1999), 스토리

의 전달 측면에서나 시각 이미지의 활용 측면에서 다

룰 수 있는 소재의 범위가 넓고, 창의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갖추고 있다(“만화 [Manwha]”, 1997). 

Kim and Choi(2009)는 비언어화, 시각화의 특징을 가

지는 현대사회에서 예리하고 압축된 비판적 기능을 

가진 카툰은 당시대의 사회문화에 대한 탁월한 정보 

전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S.-J. Kim 

(2021)과 Zheng and Choi(2020)는 웹툰은 SNS의 대중

화로 인해 활발해진 ‘인터넷 밈’ 문화를 담고 있으며 

웹툰 안에서의 밈은 사회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며 사

회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수단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시장 규모는 

7조 원 수준에 달했으며 잠재 시장은 100조 원에 임박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 Lee, 2021). 이는 웹툰이 대

중 시장의 큰 범위를 차지하며 무한한 성장이 예측되

는 분야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는 것을 명

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카툰과 웹툰에 나타나는 표현을 중

심으로 과거의 이성주의 복식과 현재의 탈코르셋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젠더규범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시대

가 다른 두 복식 및 복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움직임

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복식을 통한 젠더규범에 대한 

고찰을 연속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미투

(MeToo)’ 운동이 붉어진 2018년 전후로 국내에서 젠

더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 개인의 생활 속 젠더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

다. 이에 따라 일상과 밀접한 복식을 통해 젠더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탈코르셋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

근 탈코르셋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탈코르셋을 페미니즘 운동의 과정의 일

부로 보면서 담론의 분석에 중심을 둔 연구(Go, 2019; 

E. J. Lee, 2020; S. R. Lee, 2020)와, 탈코르셋을 외모지

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여기면서 10~30대 여성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Kang, 2019; J. Kim, 2020; S.-H. Kim, 2020; H. 

Oh, 2019). 즉 복식이 초점이 되기보다는 주로 사상적 

담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 본 연구는 탈코르

셋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탈코르셋을 페미니즘의 일환

으로서 여성학, 언론학 범위 내에서 해석한 것과 달리 

탈코르셋이 복식을 매개로 한 사회적 움직임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이성주의 복식과 함께 의류학 관점에

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

저 문헌연구로는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 그리고 

카툰과 웹툰에 대한 개념적 내용을 관련 서적, 학술지, 

기사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후 이성주의 복식과 탈

코르셋을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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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툰에서는 이성주의 복식, 

웹툰에서 탈코르셋이 표현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후 선정된 각 사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

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

르셋의 수용자에 대한 표현과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

의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식이 시대적 유행 현상을 넘어 그 시대

의 젠더규범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

를 두고자 하며, 나아가 복식과 젠더의 경계를 다룬 후

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

1) 이성주의 복식

이성주의 복식은 19세기에 빅토리아 시대의 극도

로 화려하며 여성의 신체를 압박하던 유행 복식을 반

대하기 위해 일어난 복식으로, 실용성, 기능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식의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복식이었다

(Kim & Kim, 2001a).

이성주의 복식의 착용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

을 배경으로 한다(Kim, 1996; Shin, 2004). 자유주의 페

미니즘은 관습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여성차별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지만,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 자체

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혁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성차별의 문제는 구조의 부수적

인 부분에 있다고 보아 기존의 틀 안에서 구조를 조금

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성권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Lee, 2013; “자유주의 페미니즘 [Liberal feminism]”, 

n.d.).

19세기 중반 페미니스트들은 당시 코르셋으로 허

리를 조르고 스커트 뒷부분에 버슬을 만들어 힙을 강

조한 유행 복식은 여성의 신체적․지적 열망을 가두어 

공공 생활에서 제외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유행 패션의 무게와 제약은 여성을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형을 되찾

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더 합리적인 의상, 즉, 남녀의 의

복 간의 차이를 없애고 신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

며, 이는 이성주의 복식의 목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Kim, 2013).

이성주의 복식의 시작이자 대표적인 복식은 ‘블루

머(Bloomer)’이다. 블루머란 1850년대 미국의 페미니

스트였던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가 착안

한 발목이 모이는 형태의 중동풍의 바지로, 해당 명칭

은 그녀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Park, 2005). 페미니

스트 잡지인 �The Lily�의 1851년 9월호에서는 블루머

의 착장 모습을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의상(Bloomerism

— New Costume for Ladies)’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시

하면서 블루머를 강력한 이성주의 복식으로 제시하였

다(Munford, 2019).

그러나 1850년대 당시 블루머는 개인의 신체를 넘

어 사회적 · 정치적 요소로 여겨지면서 많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는데,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은 성별의 와

해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신적 문제이자 사회적 분열

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여겨졌다(Munford, 2019). 

이는 바지라는 외형적 모형에 대한 반감보다는 여자

가 바지를 입음으로써 이동성이 생겨나며 그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생겨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1876년 5월 27일 �The New York Times�의 기사를 보

면, ‘바지 입은 여자’를 적나라하게 병적이고 신경질

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였다(Munford, 2019). 당시 바지 

입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비난으로 인해 여성들은 치

마 속에만 바지를 입거나 혹은 치마 형태의 바지인 디

바이드 스커트(Divided skirt)를 착용함으로써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Munford, 2019; Steven-

son, 2017). 그러나 1890년대에 자전거가 상용화되면

서 다시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는 모습이 증가하게 되

었다(Kim, 2011; Petrov, 2016; Stevenson, 2017). 

 

2) 탈코르셋

탈코르셋이란 ‘코르셋을 벗는다’는 의미로, 사회적

으로 강요되는 여성의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움

직임이다(J. Kim, 2020). 코르셋은 원래 여성의 허리를 

조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정속옷이기에 코르셋의 신

체를 억압한다는 특징은 현대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에

게 요구되는 외모에 대한 압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

징이 된다(J. Kim, 2020).

탈코르셋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토대로 형성된 

한국형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급

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여성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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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억압은 남성 위주의 사회체제에서 시작되었기에 

여성에게 억압과 차별을 가하는 모든 사회체제의 근

본적 변혁을 강조하는 사상이다(S. R. Lee, 2020; Lee, 

2013). 한국형 급진 페미니즘 운동의 대표적인 실천 방

안으로는 탈코르셋과 4B(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비

섹스)가 있다(H. Oh, 2019).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사회에서 여성이기에 받게 되는 억압으로 여겨

지는 모든 것을 수정된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함

으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ang et al., 

2020; H. Lee, 2019; S. R. Lee, 2020).

즉, 탈코르셋은 외모에 대한 억압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N. Kim, 2019). 나아가 코르셋

으로 상징되는 것들에 수반되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거

나 쉬운 일이 아니고 노동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꾸밈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컬

어지고 있기도 하다(Kang, 2019).

탈코르셋을 통해 형성된 복식은 화장, 긴 머리, 타이

트하거나 장식이 많은 옷, 하이힐 등 외모에 대한 압

력으로 여겨지는 것들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즉, 

외모를 꾸미지 않을 자유 및 자연스러운 신체미를 강

조하면서 노메이크업, 짧은 머리, 넉넉한 티셔츠와 바

지, 그리고 와이어가 없는 브래지어를 거부하거나 아

예 미착용 하는 등의 복식 착용 형태를 보인다(Kang, 

2019; A. Kim, 2019; N. Kim, 2019; S.-H. Kim, 2020; H. 

Oh, 2019). 그중 목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장의 머

리인 숏컷은 탈코르셋 복식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A. Kim, 2019; N. Kim, 2019). 이는 SNS에서 탈코르

셋을 실천하고 있음을 인증할 때에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다수임을 통해 알 수 있다

(Kang, 2019; A. Kim, 2019). 짧아진 머리는 가시성이 

커서 간단한 사진만으로도 SNS 인증이 가능하게 하

며 탈코르셋 공유에 가속성을 더한다(N. Kim, 2019; M. 

K. Lee, 2019). 

이러한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이 형

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수

의 반응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탈코르셋을 수용한 여

성들의 외모를 대상화하여 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SNS에 탈코르셋 인증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이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Yang, 2018). 또 다른 탈코르셋 운동의 거부적 

반응은 여성의 꾸밈은 사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자발적인 것이기에 꾸밈을 억압하거나 탈코르셋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코르셋이라고 주장하면서 불

쾌함을 내비친다(Jeon, 2018).

 

3)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의 비교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은 각각 19세기 서양 국

가, 21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 즉, 다른 시기,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복식의 형태 및 복식을 중

심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두 복식 모두 여성

복식의 형태의 간소화 및 변형을 통해 여성의 물리적 

사회적 움직임의 확대를 가져오고자 한다. 이성주의 

복식은 여성복에서 코르셋과 버슬과 같은 장치를 제

거하고 여성복식으로 바지인 블루머를 택했으며, 탈

코르셋은 여성복에서 긴 머리, 메이크업 등을 제거하

여 여성복식의 형태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둘째, 복

식 형태에서 남성 복식 요소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

며 탈성별화의 형태를 띤다. 이성주의 복식은 당시 남

성복에만 속했던 바지를 여성복의 영역에 포함시켰으

며, 탈코르셋에서는 남성 헤어스타일로만 여겨졌던 

투블럭, 숏컷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였고 여성복으로

만 여겨지는 타이트하고 장식이 많은 복식들을 일상

에서 제거하고자 하였다. 셋째, 각 복식의 배경에는 여

성인권을 향상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을 두고 있다. 이

성주의 복식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배경으로 하여 

젠더규범의 체제를 수정하는 성격을 보인다. 이를 토

대로 이성주의 복식은 바지를 입는 것을 중심으로 복

식의 성 차이를 좁히는 수정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탈

코르셋에서는 한국형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배경으로 

하여 젠더규범 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성격을 보인

다. 이를 토대로 탈코르셋은 긴 머리와 메이크업을 벗

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복식의 변화가 복식이 여성에

게 주는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과정으로 나타났다.

 

2. 카툰과 웹툰

1) 카툰

‘카툰(Cartoon)’의 어원은 종이를 뜻하는 프랑스어 

‘카르통(Carton)’에서 유래한 것으로, ‘두꺼운 종이에 

그려진 예비적인 스케치’, 또는 ‘대강 그려진 그림’이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Ahn & Chun, 2015; Kim & 

Choi, 1999; “카툰 [Cartoon]”, 2008). 카툰은 ‘만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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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풍자

만화’, 혹은 ‘한 칸 만화’로 국한되어 불린다(“카툰 

[Cartoon]”, 2008). 따라서 카툰이란 주로 사회적 · 정

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 짜리 만화

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급적 절제되고 간단명

료하며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의도하는 메시지

를 재치와 유머를 섞어 시각적으로 전달한다(Ahn & 

Chun, 2015; Kim & Choi, 1999). 카툰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

제, 성(Sex) 등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Kim 

& Choi, 1999).

1841년 영국에서 �Punch�가 창간된 이래 풍자를 중

심으로 하는 카툰이 시대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카

툰 [Cartoon]”, 2008). �Punch�는 18세기 유럽에서 한

때 인기를 끈 가두 인형극 ‘Punch and Jury’의 주인공의 

이름인 ‘Punch’를 따서 만든 카툰 잡지로(“카툰 [Car-

toon]”, 2008), 현대 카툰을 정립한 잡지라는 의의를 지

니고 있다(Ahn & Chun, 2015). �Punch�는 풍자라는 특

성을 지닌 새로운 카툰의 시대를 불러왔고, 19세기와 

20세기의 생활, 정치, 문화 등을 담고 있는 그 카툰들은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카툰 [Cartoon]”, 2008). 

 

2) 웹툰

‘웹툰(Webtoon)’은 네이버, 다음 등 웹사이트에서 연

재되는 만화를 뜻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

로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진 단어이다(S.-J. Kim, 2021; 

Zheng & Choi, 2020).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

게 애니메이션, 만화, 만화책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

려 카툰이라고 부르며 만화책을 의미하는 코믹(Comic)

이 아닌 카툰을 사용함으로써 웹툰은 한국의 고유 웹

만화를 뜻하게 되어 한국의 사회상을 담는 대표적 콘

텐츠가 되었다(S. Lee, 2021). 웹툰은 미디어 환경이 변

화된 세상, 즉 스마트폰만으로도 일상에서 문화생활

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들어

맞아, 일상 속 접근성을 높이면서 자신의 영역을 빠르

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Park, 2011). 웹툰은 손쉬운 접

근성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징인 익명성이 더해짐으

로써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웹툰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사회상을 반영하

고 있으며 해당 웹툰에 형성된 댓글들은 웹툰이 담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감하거나 반론하기도 하면서 하

나의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 나아가 댓글을 통해서 형

성된 다수의 의견에 대해 작가가 이를 수렴하여 “작가

의 말” 란에 답변을 하거나 혹은 다음 회에 그 내용을 반

영하기도 하는데, 웹툰상의 활발한 토론 활동은 독자

들의 사회적 욕구 해소의 장이 된다(Kim & Choi, 2009; 

Youn, 2018).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웹툰의 플랫폼 중 1위인 네

이버와 2위인 다음(카카오)을 중심으로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Do & Kang, 2018). 

네이버 웹툰은 2004년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웹툰 업계 최초로 승급 시스템, 요일제 웹툰, 미리 보기 

유료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웹툰 산업의 기초가 되는 

틀을 구축했다. 나아가 네이버 웹툰은 2014년에는 글

로벌 웹툰 플랫폼을 출시하여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

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웹툰 산업의 확장

을 견인하였다(Kwon, 2020). 다음 웹툰 또한 2003년에 

시작하여 2014년 ‘미생’과 2020년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등 다수의 히트작을 토대로 성장해가

고 있다. 2021년 8월 다음 웹툰은 카카오 웹툰으로 확

대 개편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웹툰 시장을 확대고

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Y. S. Kim, 2021).

 

3) 카툰과 웹툰 사례의 선정

이성주의 복식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기 위한 카툰

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먼

저 개별 카툰 선정의 틀이 되는 카툰 플랫폼을 �Punch�

로 선정하였다. �Punch�는 영국에서 1841년부터 2002년

까지 연재되었던 카툰 잡지로, 당시의 사회 · 정치적 문

제를 유머 및 풍자와 함께 다룬 카툰들을 게재한 잡지

였다. �Punch�에서 이성주의 복식 관련 카툰을 선정

하기 위해서 먼저 공식 사이트(https://www.punch.co. 

uk)를 이용하였다. 사이트에서 이성주의 복식을 표현

하고 있는 알맞은 카툰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를 통해 검색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5개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성주의 복식의 영문 표시인 ‘Rational dress’, 

‘Bloomer’와 이성주의 복식 운동의 영문 표기인 ‘Ra-

tional dress movement’, ‘Bloomerism’, 그리고 이성주

의 복식이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인 ‘19C woman cycl-

ing dress’이다. 더불어 �Punch�공식 사이트에서는 제

공하지 않지만, 이성주의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5개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그 출처가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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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도 함께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총 24개

의 카툰 중에서 카툰의 텍스트가 이성주의 복식을 주

제로 하는 것을 드러내며 카툰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

명하고 있는 10개의 카툰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카툰 사례의 선정에 있어서 이성주의 복식

의 대표 복식으로 명명되는 블루머가 발표된 1850년

대부터 자전거의 상용화로 인해 다시 블루머 착용 붐

이 일어난 1890년대까지를 사례 선정의 시기로 한정

하였다.

탈코르셋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기 위한 웹툰을 선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했다. 먼저 웹

툰 선정의 틀이 되는 웹툰 플랫폼으로 웹툰 플랫폼 1, 

2위인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을 선정하였다.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은 다수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화

되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플랫폼으로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 Lee, 2021). 

탈코르셋 관련 웹툰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

(https://www.google.co.kr)에서 ‘탈코르셋 웹툰’을 검

색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2021년 6월 14일 기준 117건

의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이 중 실질적으로 웹툰을 언

급하고 있는 기사는 9개가 있었다. 9개의 기사에서는 

대부분 탈코르셋에서 페미니즘으로 확장되어 웹툰을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웹툰 중 

주된 내용이 복식 및 미용과 관련되고 있는지를 기준

으로 ‘내 ID는 강남미인!’, ‘화장 지워주는 남자’, ‘껍

데기’를 선정하였고(Lee, 2018; Y. J. Lee, 2019; Y. J. 

Oh, 2019; Park, 2018), 이후 행동을 살펴볼 주된 인물

인 주인공이 탈코르셋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

라 ‘내 ID는 강남미인!’을 제외한 ‘화장 지워주는 남

자’(네이버 웹툰, 이연 작가, 2018.05.03.~2020.10.29.)

와 ‘껍데기’(다음 웹툰, 김탐미 작가, 2018.04.22.~2020. 

03.29.)를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한 두 웹툰 안에서 탈

코르셋에 대한 장면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탈코르셋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여성의 숏

컷’, ‘여성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 ‘신체에 불편

함을 주는 여성복을 멀리하는 것’,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Kang, 2019; A. Kim, 2019; N. Kim, 2019; S-. 

H. Kim, 2020; M. K. Lee, 2019; H. Oh, 2019), 탈코르셋

에 대한 수용자 및 타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

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화장 지워주는 남

자’에서 27컷, ‘껍데기’에서 3컷을 선정하였으며, 장

면별로는 여성의 숏컷에 대한 장면 12개, 여성의 메이

크업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장면 14개, 신체에 불편

함을 주는 의복을 멀리하는 장면 4개로 총 30개의 장

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면을 사례로 사용하기 위

해서 이미지 편집을 진행하였다. 이는 주로 스마트폰

으로 스크롤링하여 보는 웹툰의 특성상 이미지가 세

로로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선정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선정된 상황에 

포함되는 이미지 및 말풍선을 모두 포함하여 직사각

형 형태로 좌에서 우로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편집하

였다.

 

III. 카툰과웹툰에나타난

이성주의복식과탈코르셋

카툰과 웹툰에서 각각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

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사례

가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도

록 하였다. 분석대상은 크게 각 복식을 수용한 대상자

와 각 복식을 수용한 대상을 바라보는 타자에 태도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정된 사례들

을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의 수용자에 대한 표현

과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1. 카툰 �Punch�에 나타난 이성주의 복식

1) 이성주의 복식 수용자에 대한 표현 

(1) 적극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

이성주의 복식은 바지를 여성복식의 범주에 포함

함으로써 복식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진 신체적 제

약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했다(Munford, 2019). 이러한 점을 반영하

여 이성주의 복식을 입은 여성을 적극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1>에는 앉아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바지 입은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과 함

께 “One of the delightful results of Bloomerism.‒The la-

dies will pop the question.”, “Superior Creature. “Say! 

Oh, Say, Dearest! Will you be mine?””이라는 텍스트가 

제시되고 있다. 해당 카툰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 “Will you be mine?”이라고 물어보는 모습은 

이성주의 복식을 입은 여성을 적극적 태도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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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서도 역시 앉아있는 남성

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거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제시된 텍스트인, “May I have the pleas-

ure of dancing the next polka with you?”를 통해 <Fig.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주의 복식을 입은 여성을 

적극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2) 이성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

이성주의 복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에 우

호적인 태도를 추구하면서 19세기 당시 인간의 우월

성을 상징하는 이성을 여성에게도 똑같이 부여하고자 

하였다(Kim, 1996). 이성주의 복식을 입은 여성을 이

성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3>에서는 왼쪽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성

과 오른쪽 남성을 바라보고 서 있는 여성을 볼 수 있다. 

그림 하단에는 ‘Bloomerism!’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림의 여성을 ‘Strong minded Female’이라고 명명하며, 

여성의 대사인, “Now, do, pray, Alfred, put down that 

foolish novel and do something rational…. Now you're 

married.”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게 ‘어

리석은 소설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일을 하라’고 권고

하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성을 이성적 태

도를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4>에서는 상점에서 모자를 보고 있는 두 남

성과 그들을 찡그린 채로 바라보는 바지 입은 여성의 

모습이 제시된다. 그림 하단에는 ‘Naturally the female 

thinks shopping very foolish and tiresome.’이라는 제목

과 여성을 ‘Superior creature’이라고 명명하며 여성의 

대사인, “For goodness' sake…, When you once get into 

a shop, there's no getting you out again!”이 제시된다. 이

Fig. 1. One of the delightful results 

of Bloomerism, (1851).

Adapted from Leech (1851b). 

http://librarycompany.org

Fig. 2. Bloomerism in a ball-room, (1851).

Adapted from Leech (1851a). 

http://librarycompany.org

Fig. 4. Naturally the female thinks shopping 

very foolish and tiresome, (1853).

Adapted from  Leech (1853a). 

https://punch.photoshelter.com

Fig. 3. Bloomerism!, (1851).

Adapted from Munford (2019). p.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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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여성은 쇼핑에 빠진 남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은 쇼핑을 이성적

이지 못하며 삼가야 하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주의 복

식을 입은 여성을 이성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여성으

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성주의 복식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

한 표현

(1) 야유와 불만의 태도

19세기 당시 이성주의 복식, 즉, 바지를 입은 여자는 

외관만으로도 야유와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당

시 사회가 권장하는 여성의 복식의 외형에 부합하지 

않으며 남성의 복식을 차용한 여성답지 못한 복식으

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Munford, 2019). 이성주의 복

식을 입은 여성에 대한 야유와 불만의 태도를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5>에서는 먼저 중앙에 바지를 입고 있는 두 명

의 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여성의 우측에는 당시의 

유행 복식을 입은 여성이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흘겨

보고 있으며, 후면에 얼굴만 표현된 여성과 함께 불만

의 표정을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좌측에 

위치한 아이들은 바지 입은 여성에 대해 조롱하는 표

정을 짓고 있으며, 한 아이는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던지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바지를 입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야유와 불만의 눈초

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는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그림에 나타나는 여성과 익명의 남성의 대화문이 제

시된다. 대화문에서 남성은 바지 입은 여성에게 왜 남

자처럼 옷을 입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으면 남성들이 당신을 비난할 거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지를 입은 모습을 남성과 같은 모습

이라고 여기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여성은 남성의 불만

적인 태도에 대해 무엇이 여성의 이상적인 착장인지

를 묻자 남성은 ‘여성다운 여성’이라고 대답하고 있

다. 그러자,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여성의 답변에 

대해 남성은 고맙다고 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당시 바지 입은 여성은 전통적 성 범주에 벗어

나기에 결혼하고 싶지 않은 상대로 여기면서 야유와 

불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남성 범주 침범에 대한 우려의 태도

19세기 당시에는 바지를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여

겼기 때문에 바지 입은 여성을 남성의 위치나 권리에 

대한 침범이라고 여기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우려는 이성주의 복식 운동에서 여성인권의 향

상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지를 착용하며 생

활방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우려(Munford, 2019)와 당시 자전거의 대중화와 함께 

증가한 여성의 바지 착용과 이로 인해 여성의 이동성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생활의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이

어졌다(Stevenson, 2017).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7>에서 노신사와 바지 입은 여성이 대화를 나

누는 모습이 제시된다. 하단에는 ‘A Poser for a Bloo-

mer’라는 제목과 함께 노신사가 여성에게 하는 질문

으로 “Before I can entertain your proposal, and give my 

consent to your marrying my son, I must ask you, wheth-

er you are in a position-a-to-a-keep him in the style to 

Fig. 5. Bloomerism‒An American Custom, (1851).

Adapted from  Leech (1851c). https://punch.photoshelter.com

Fig. 6. The man and the maid, (1894). 

Adapted from Martin (2017).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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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a-I may say-he has always been accustomed?”라

는 텍스트가 제시된다. 이는 노신사가 바지를 입은 여

성에게 자기 아들과의 결혼을 승낙하기 전에 아들이 

이전부터 지켜온 스타일을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는 그 노신사는 여성이 자기 

아들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염려

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Munford, 2019). 

<Fig. 8>에서는 자전거를 잡고 있는 두 여성과 그들을 

바라보는 한 남성이 보인다. 그림 하단에는 상황을 설

명해 주는 텍스트인, “What a charming surprise it is…, 

to come down on his birthday and find that his wife and 

his mother-in-law have taken lesson on secret”이 제시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는 그의 부인과 장모가 몰래 

자전거 수업을 받은 것에 대해 놀라는 장면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에 놀란 

것을 넘어 여성의 사이클링 참여에 대한 염려를 표출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이클링 참여를 남성 공간의 침

식으로 염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tevenson, 

2017).

(3)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성주의 복식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배경 사상으

로 삼으면서 여성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

회참여 증가에도 관심을 가졌다(Lee, 2013; Munford, 

2019). 다음의 사례에서는 이성주의 복식을 입은 여성

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그 여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

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한계를 

강조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Fig. 9>에서는 좌측 정면에는 4명의 여성 경찰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 후면에는 거리에

서 난동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경찰

들은 겁이 난 표정과 함께 모여 서 있기만 할 뿐 난동을 

제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 하단에는, “Effi-

ciency of female police in what is vulgarly called a “Jolly 

Row””라는 텍스트가 제시된다. 이는 반어법으로 여

성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은 사회참여에 한계가 있을 것이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Fig. 10>에서

는 정면의 한 여성과 그 주변의 부정적 표정의 남성들

을 볼 수 있다. 그림 하단에 제시된 텍스트, ““The An-

gel in ‘The House;’” Or, The Result of Female Suffrage. 

(A troubled dream of the future.)”를 통해 여성은 가정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미래에 부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7. A Poser for a Bloomer, (1851). 

Adapted from  Leech (1851d). https://punch.photoshelter.com

Fig. 8. Surprised man who has looked to 

his bicycle, (1895).

Adapted from What a charming surprise it is, to a man who has

looked to his bicycle for two hours' peace and liberty a day to

come down on his birthday and find that his wife and his mo-

ther-in-law have taken lessons in secret, and will henceforth 

go with him always and everywhere! (1895). 

https://punch.photoshelter.com

Fig. 9. Efficiency of female police, (1853). 

Adapted from Leech (1853b). https://punch.photoshel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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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 of female suffrage, (1884).

Adapted from “The Angel in ‘The House;’” Or, the result of 

female suffrage. (A troubled dream of the future.) (1884). 

https://punch.photoshelter.com

2. 웹툰 ‘화장 지워주는 남자’와 ‘껍데기’에 나타

난 탈코르셋

1) 탈코르셋 수용자에 대한 표현

(1)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꾸밈에 대한 거부

탈코르셋은 여성들의 꾸밈은 자발적 욕구라는 지

금까지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은 사회가 형성한 하나

의 억압임을 강조한다(Kang, 2019). 탈코르셋을 지지

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꾸밈은 여성이 외모에 집착하

도록 하고 이에 많은 노력을 들이게 함으로써 합리적

이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한다 여기며, 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꾸밈을 거부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Jang, 2019).

<Fig. 11>‒<Fig. 12>에서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긴 

머리에 대한 선호에 반하여 머리를 짧게 자르는 모습

을 보여준다. <Fig. 11>에서는 “안 자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솔직히 여자는 긴 생머리가 제일 예쁘지 않

냐?”, “조금이라도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게…”라는 

사회적 시선을 나타내 주는 대사가 제시된다. 이후 이

와는 반대로 “전사처럼…!”이라는 대사와 함께 주인

공이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긴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꾸밈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표

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ig. 12>는 여주인공의 회

상 속에서 남자친구는 여주인공의 “더운데 머리 자를

까?”라는 물음에 “자르지 마. 난 긴 머리가 좋아. 자기 

나 몰래 머리 자르고 오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한다. 

이러한 회상 장면과 머리를 짧게 자르는 장면의 대조

는 긴 머리라는 꾸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에서는 “어쩌면 내가 원해

서 입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짧고 불편한 옷

들… 전부 버렸다.”라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

트하고 불편한 옷에 대한 선호가 자신의 선호가 아니

라 사회의 억압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꾸미지 않은 모습에 대한 긍정

탈코르셋은 꾸미지 않은 모습을 ‘꾸밈’이라고 부르

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여

기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즉, 꾸밈은 일상 속 여성

에게 부당하게 부여된 억압으로 이는 수정을 넘어 제거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진다(Go, 2019; N. Kim, 

2019; S. R. Lee, 2020). 따라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꾸

밈이라는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장, 긴 머리, 타

Fig. 11. The man removing 

make-up Ep. 14. 

Adapted from Lee (2018b).

https://comic.naver.com

Fig. 12. Shuck Ep. 34 (I).

Adapted from Kim (2019a).

https://webtoon.kakao.com

Fig. 13. Shuck Ep. 34 (II).

Adapted from Kim (2019a).

https://webtoo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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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한 옷 등을 제거해야 하며 이러한 꾸밈을 제거했

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임을 강조

한다(J. Kim 2020).

<Fig. 14>에서는 “…나의 <진짜 얼굴>은…”, “뮤즈

도, 누군가의 여자친구도 아닌 원래의 나…, 누구의 무

엇도 아닌 나 자신…, <가장 자연스러운 나, 그대로>”

라는 대사와 함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모습을 제시

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하며 꾸미지 않은 모습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며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5>에서 주인공 김예슬은 사

회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상인 과거 주희원의 모

습을 따라 하고자 했던 이전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그 

모습을 현재의 주희원과 함께 재현하며 등장한다. 그

러나 이후 두 인물은 꾸밈에 해당되는 긴 머리 가발을 

벗고, 메이크업을 지우며, “나는 내 인생마저도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지 못했었다.”, “이제 알아. 내 인생이 

바뀌었어.”, “같지 않기에 각자의 인생이 빛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틀 안에 들어가지 말

자.”라는 대사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이제는 사회

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상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

지 않겠다는 모습과 꾸밈을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Yun & 

YunKim, 2019).

 

2) 탈코르셋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

탈코르셋 운동은 가꾸어진 머리, 화장한 얼굴, 신체

의 라인이 드러나는 옷 등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불

리는 모습에서 멀어진 모습인 탈성별화된 모습을 취

하기에 기존 시선에서는 탈코르셋한 모습을 이상적이

지 못한 모습으로 여긴다(Kang, 2019; J. Kim, 2020; 

Yang, 2018). 탈코르셋 한 모습을 거부적으로 받아들

이는 큰 요인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가

꾸는 꾸밈의 행동은 일상적인 여성의 암묵적 의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꾸미지 않는 여성의 모

습은 사회가 정한 외모의 암묵적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기에 탈코르셋한 여성의 모습 즉, 꾸미

지 않은 모습은 수정해야 하는 모습으로 여겨 그 모습

을 질책하거나 꾸밈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된다(Cha, 

2018; Kang, 2019).

(1) 꾸미지 않은 여성에 대한 질책

<Fig. 16>에서는 여주인공의 꾸미지 않은 모습 중 

정돈되지 않은 짧은 머리에 대한 남성의 질책을 볼 수 

있다. 남성의 “무슨 머리를 저렇게 자르고 다니냐, 여

자애가”, “여자애는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데?”, 

“찰랑찰랑하고, 좀 단정하고, 귀엽게…”라는 대사에

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질책과 함께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남성 인물의 대사

에서 옷차림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꾸미지 않은 옷차림보다는 꾸미지 않은 헤어스타

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Fig. 17>에서는 여성의 짧은 머리에 대한 

남성들의 강한 부정적 시선을 볼 수 있다. 여주인공의 

“여자 알바는 저뿐인가요?”라는 질문에 남자 아르바

이트생은 “아∼전에 한 명 뽑았었는데 걔가 면접 때는 

Fig. 14. The man removing make-up Ep. 97-Ep. 98.

Adapted from Lee (2020a). https://comic.naver.com;

Adapted from Lee (2020b). https://comic.naver.com

Fig. 15. The man removing make-up Ep. 126. 

Adapted from Lee (2020c). https://c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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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도 하고 머리도 길었단 말이야? 그런데 출근 당일

에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고 온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근데 여자가 머리를 왜 짧

게 하는 거야? 그런 애들 한 대씩 치고 싶다니까.”라고 

답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Fig. 16>에서와 마찬가지

로 여성의 짧은 머리는 사회적인 반감과 질책의 대상

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거부적 시선은 생계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꾸밈에 대한 권유

<Fig. 18>에서 여주인공의 친구는 여주인공의 짧은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즉, 꾸미지 않은 모습에 

대해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며, 꾸밈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머리는 귀신처럼 자르질 않나.”, 

“내가 틴트 발라줄게. 진짜 나니까 친구해주지, 정말 

같이 다니려니 쪽팔려서.” 등의 친구의 대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꾸미지 않은 모습은 부끄럽고 수

정의 필요성이 있는 충고의 대상으로 여김을 알 수 있

다(Kang, 2019; “탈코르셋 [Escape the corset]”, 2018). 

<Fig. 19>에서는 주변 여성들과 달리 여주인공만 꾸미

지 않은 모습에 대한 여주인공 엄마의 질책이 나타난

다. 여주인공의 엄마는 “김예슬! 얼굴이 요새 그게 뭐

야!, 옷도 좀 예쁜 거 입고, 입술 좀 찍어 바르고!, 사람

들이 뭐라고 하겠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주인

공의 다른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꾸밈에 대하여 “과외

라도 받고 온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예뻐지는 것, 즉 꾸미

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이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ang, 2019). 또한, 꾸밈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탈코르셋 [Escape the cor-

set]”, 2018).

Fig. 19. The man removing make-up Ep. 1.

Adapted from Lee (2018a). https://comic.naver.com

Fig. 18. The man removing make-up Ep. 54.

Adapted from Lee (2019). https://comic.naver.com

Fig. 17. Shuck Ep. 37. 

Adapted from Kim (2019b). https://webtoon.kakao.com

Fig. 16. The man removing make-up Ep. 15. 

Adapted from Lee (2018c). https://c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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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툰과 웹툰에 나타나는 이성주의 복식과 탈

코르셋에 대한 종합적 논의

먼저 본 연구에서는 카툰과 웹툰에 나타나는 표현

을 중심으로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에 대한 표현

을 수용자에 대한 표현,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

에 대한 표현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비교 정

리는 다음과 같다.

카툰에 나타나는 이성주의 복식의 수용자에 대한 

표현은 ‘적극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 ‘이성적 

태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이성주의 복식과 함께 수동적인 여성

상에서 벗어나 주체성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 여성

으로 표현하였으며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중요시하

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대의 남성에게만 존재

한다고 여겨졌던 이성이 여성에게도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이성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성의 영역을 이성, 여성성

의 영역을 감성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거

부하였다(Kim, 1996).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

면 이성주의 복식 수용자를 수동적, 감성적인 모습에

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적 여성상, 

여성의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적극적 태

도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 ‘이성적 태도를 가진 여성

으로 표현’에 대한 표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웹툰에 나타나는 탈코르셋의 수용자에 

대한 표현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꾸밈에 대한 거

부’, 그리고 ‘꾸미지 않은 모습에 대한 긍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탈코르셋을 통한 여성

의 주체성 강조, 사회적인 외모 관련 억압이나 압박으

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면서 여성의 꾸미지 않은 자

연스러운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탈코르셋을 수용하는 여성들에게 탈코

르셋은 단순히 화장을 하지 않고 헤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이로 인해 생긴 시간과 비용을 통

해 내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A. Kim, 2019).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탈코

르셋 수용자를 탈코르셋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억

압으로 해석되는 꾸밈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성을 되찾

은 여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으

며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꾸밈에 대한 거부’, ‘꾸미지 

않은 모습에 대한 긍정’에 대한 표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의 수용자에 대한 표현

의 공통점으로는 두 복식 모두 여성의 주체성 형성 및 

회복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주체

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성주의 복식은 이성적이

고 합리적 태도를 통해 형성하고자 했으며, 탈코르셋

에서는 외모 관련 억압인 꾸밈으로부터의 탈피를 통

해 형성하고자 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카툰에 나타나는 이성주의 복식 수용자

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는 ‘야유와 불

만의 태도’, ‘남성 범주 침범에 대한 우려의 태도’ 그리

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었다. 이는 이성주의 복식 수용자를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도전하기는 하지만 아직 자질이 

부족한 존재로 표현하거나 성별의 규범을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여성인권

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여서 여성인권 자

체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기 때문이다(Park, 2012). 또

한, 19세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활동 범위를 사회 통념

적으로 여성은 가정 안, 남성은 가정 밖, 즉,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있다 여겨졌다(Jang, 2004).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복식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활동 범위의 확장은 남성 범위의 침범으로 여

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야유와 불만의 

태도’, ‘남성범주 침범에 대한 우려의 태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툰에 나타나는 탈코르셋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

의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는, ‘꾸미지 않은 여성에 대

한 질책’, 그리고 ‘꾸밈에 대한 권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주로 탈코르셋 수용자의 외관에 비난

의 초점을 맞추는데, 탈코르셋을 남성의 범위에 대한 

침범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아름다움 포기로 보면서, 

이를 비난하거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꾸밀 것을 충고

하는 모습을 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탈코르셋 운동은 

현대에서는 남녀 복식의 구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성주의 복식과 달리 복식보다는 여성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배경

을 고려하여 현재 사회에서 탈코르셋은 여성에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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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 의무로 주어지는 꾸밈을 포기하는 여성의 의무 

포기로 받아들여짐을 짐작 할 수 있으며 ‘꾸미지 않은 

여성에 대한 질책’, 그리고 ‘꾸밈에 대한 권유’는 이러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에서의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의 공통점으로는 각 복식을 

통해 여성의 변화된 모습을 수정해야 하는 옳지 못한 

형태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시선은, 이성주의 복식에 대한 시선에서는 바지 입은 

여성이 남성의 범위를 침범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

지만, 탈코르셋에 대한 시선에서는 탈코르셋 한 여성

이 남성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기기보다는 여성의 아

름다워질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차

이점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의 이분법적 경계의 완화를 추구하

는 트렌드와 함께 복식을 통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젠

더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복식의 젠더규범에 이의

를 제기하는 탈코르셋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여성학, 언론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와 달리 

탈코르셋에 의류학적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코르셋과 같이 젠더규범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과거 19세기 이성주의 복식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어

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탈코르셋이 추구하는 복식의 방향성이 현

대에 단독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과거 19세기 이

성주의 복식에서부터 연결되어 복식사적 흐름을 이어

간 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복식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매체인 카툰과 웹툰을 분석대상으

로 하여 이성주의 복식과 탈코르셋에 대한 표현을 수

용자에 대한 표현, 수용자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

한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카툰에 표현된 이성주의 복식과 웹툰에 표현된 탈

코르셋에 대한 표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표현의 공통점으로는 두 복식은 모두 여성의 주

체성 형성 및 회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었다. 수용자

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표현의 공통점으로는 

각 복식 운동을 통한 여성의 변화된 모습을 이상적이

지 못한 모습으로 여겼다는 점이었다. 반면, 두 복식에 

대한 표현의 차이점을 보면, 수용자에 대한 표현에서

는 여성의 주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이성주의 복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통해서, 탈코르셋에서는 

하나의 억압으로 여겨지는 꾸밈으로부터의 탈피를 통

해서 형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를 바라보

는 시선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이성주의 복식은 바지 

입은 여성이 남성의 범위를 침범한다는 것이 초점이

었지만, 탈코르셋은 남성 영역의 침범보다는 여성의 

아름다워질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시대가 다른 두 복식 및 복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식에서의 젠더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은 이에 억압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복식을 통한 젠더규범

은 변화하였고 이미 현대에 이르러 여성복식의 범주

가 넓어졌지만, 또다시 그 안에 있는 규범의 억압을 언

급함으로써 앞으로 여성의 복식 선택에 있어 사회적 

규범을 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복식이 시대의 일시적 유행 현상을 넘어 

당시대의 젠더규범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 시대에 복식을 통해 나타나

는 젠더규범에 대한 수용하는 모습과 동시에 벗어나

고자 하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존이 젠

더규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

는 사례로 카툰을 비롯한 웹툰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을 주며 영향력이 점차 증

가하는 문화콘텐츠인 웹툰의 연구사례로써의 의의를 

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복식과 젠더의 경

계를 다룬 후속연구 및 탈코르셋 연구의 기초자료로

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중문화의 큰 틀로 자

리 잡아가는 웹툰을 사용한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으로 카툰

과 웹툰에 한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기에, 후속

연구로는 유튜브를 활용한 사례연구나 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의 확장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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